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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소비자는 방송(media)과 유통(retail)의 컨버전스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새로운 소비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둘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과 위험의 하위요소 및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고, 인지된 혜택과 위험의 정도에 따른 이용행태 및 

감정의 차이를 탐색하며, 셋째, SOR 모델을 기반으로 라이브커머스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구조적인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라이브커머스 현황을 파악하고, 라이브커머스 이용 메커니즘을 

학술적으로 검증하며, 라이브커머스 소비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 

소비자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30 대 여성 소비자 40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알아보고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과 위험과 지속이용의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라이브커머스 이용행태를 소비자 여정에 따라 단계별로 실증

하여,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의 총체적인 경험을 파악하였다. 또

한 인지된  라이브커머스의 혜택과 위험 요인을 선행연구와 소비자 조

사를 통해 고찰하고, 각각의  수준에 대해 실증하였다. 더 나아가 혜택

과 위험이 소비자의 실제 이용행태와 감정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를 살펴보고자 인식에 따라 이용행태 및 감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후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 및 위험과 긍정적 감정 및 부정

적 감정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고, 각 요인이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라이브커머스에 처음 유입된 경로는 ‘앱 이용 중 

우연히 발견(49.4%)’,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고 접함(26.4%)’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중 

네이버(623 점)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1,2 순위를 통틀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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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의 민족 (159 점)과 카카오(141 점)가 

그 뒤를 이었으나 네이버와 이용 정도에서 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4 번(69.1%) 정도, 

하루에 30 분 미만(80.0%) 정도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적극적인 

이용 방법인 팔로우 기능은 방송진행자보다 스토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구매는 평균적으로 6.3 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구매를 해본 소비자는 91.6%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 라이브커머스의 전반적인 이용행태의 수준은 

라이브커머스 성장세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낮아 

아직 라이브커머스는 정착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부재하였던, 배달의 민족, 카카오, 쿠팡, 그립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이용정도의 비교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도 TV 홈쇼핑,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와 같이 다른 유사 커머스와 같이 독과점적 시장으로 

자리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구매 후 경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방송 

홍보 알림(3.96)이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관심 상품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는 것(3.86),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3.69), 방송이 종료된 이후 재방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3.12)이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만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보 알림이 스토어, 브랜드, 방송진행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정적인 방송 시간과 상품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은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오락성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방송진행자 

및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예능적인 요소와 같은 쾌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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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보다는 라이브커머스의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과 같은 실용적인 

혜택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유사 커머스인 TV 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높은 접근성이 편리함을 제공하고,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한계였던 텍스트와 사진 정보전달 방식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라이브커머스의 두드러지는 혜택임을 할 수 

있다. 쾌락적이고 미디어적인 요소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은 충동구매 위험, 상품 성능 위험,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순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는 시간 제한 및 

수량 마감과 같은 판매촉진 전략에 방송진행자를 팔로우하거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더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라이브커머스도 결국 

비대면 거래로 구매 전에 직접 상품을 만져볼 수 없어 상품 수령 

전까지 상품 성능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커머스보다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인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오락성이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을 증진하게 하고, 부정적 감정은 

완화하여 긍정적인 소비자 경험으로 이끄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위험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인 

충동구매 위험, 상품 성능 위험, 소비자보호제도 미비는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위험요인이 긍정적 감정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소비자는 양가적인 감정(ambivalence)을 지닐 수 있으며, 특히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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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는 고관여 소비자인 경우 모든 감정적 경험을 크게 

느끼기에(이진명 & 나종연, 2015) 인지된 위험이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은 감정을 통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지속이용의도에 인지된 혜택과 위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긍정적 감정 경험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이용의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이용행태를 한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여정에 따라 단계별로 실증하여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여정이 더욱 

복잡해지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 이용행태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소비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의 

혜택 및 위험 요인을 다방면으로 탐색하고 고찰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이전에 유사한 커머스였던 

TV 홈쇼핑,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 등의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라이브커머스만의 차별화된 혜택과 위험 요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특히 소비에 있어 미디어와 

리테일의 영역과 그 경계가 희미해지며 융합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요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소비 플랫폼만의 특징은 무엇이며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하여 밝혀내고, 혜택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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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고 위험 요인은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날에 더욱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감정적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라이브커머스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면 소비에서 소비자의 감정은 점포 환경, 점원의 서비스, 

상품 등과 같이 다양한 자극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고 

소비자의 구매의도,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비대면 소비 방식 중 대면 소비와 

유사한 라이브커머스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식, 특성, 품질에 대해서만 다룬 연구와는 차별화된 지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혜택 및 위험에 대한 고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ˑ부정적 감정 혹은 더 다양한 감정들을 

모색하여 소비자 경험의 증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라이브커머스, 이용행태, 인지된 혜택, 인지된 위험, 소비자 

감정, 지속이용의도 

학   번 : 2020-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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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를 통한 

소비는 활발해지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live 

streaming video)과 이커머스(e-commerce)가 결합한 새로운 

커머스이다(Cai & Wohn, 2019).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 년 약 3 조원 규모이며, 2023 년까지 10 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소비자는 미디어와 리테일의 컨버전스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새로운 소비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현장 직관성,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정보성, 즉각적 상호작용성, 장소 및 시간의 초월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매장 방문 제한으로 채우지 못했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기능적·사용적 니즈가 충족되면 

감성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김효정 & 나종연, 2016), 소비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Babin et al., 1994). 

이에 따라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인지된 혜택이 소비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라이브커머스의 급성장에 따라 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라이브커머스는 사전심의 없이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을 통해 행정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는 명확한 

제도의 부재로 불안, 불편, 실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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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커머스인 만큼 기존의 커머스와는 차별화된 부가적인 혜택과 

위험이 존재하나, 마케팅적 시각으로 라이브커머스의 혜택 및 효용을 

강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나경원 & 오경화, 2021; Cai & 

Wohn, 2019; C. C. Chen & Y. C. Lin, 2018). 이는 규제의 사각지대인 

라이브커머스를 경험하는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감성적인 

이익이므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가 

성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이용행태를 소비자 여정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과 위험의 

하위요소 및 전반적인 수준을 살펴보고, 인지된 혜택과 위험의 정도에 

따른 이용행태 및 감정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SOR 모델을 

기반으로 라이브커머스 지속이용의도에 대한 구조적인 모델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품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국내 라이브커머스 현황을 파악하고, 라이브커머스 이용 

메커니즘을 학술적으로 검증하며, 라이브커머스 소비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 소비자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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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제 1 절 라이브커머스의 개념 및 현황 

 

본 절에서는 라이브커머스의 정의와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유사한 

다른 개념과의 비교고찰 이후 국내 현황을 살펴보며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라이브커머스의 개념 

 

1) 라이브커머스의 정의 및 등장 배경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live-

streaming video)과 전자상거래(e-commerce)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이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와 텍스트 기반의 

채팅이 동시에 가능하여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모두 양방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방송을 의미하며(김필성, 2021; 

Hamilton et al., 2014), 전자상거래는 통신 기술을 통해 형성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Garrett & Skevington, 

1999). 이처럼 미디어와 리테일의 영역의 컨버전스적 성격으로 인해 

정의는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표 2-1]과 같이 차이가 

존재한다. 미디어에 중점을 둔 경우에는 라이브커머스를 온라인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김여라, 2021; 

송운도, 2021)으로 정의한 반면 리테일에 중점을 둔 경우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소통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방식(곽지은 & 김주덕, 2021; 김필성, 2021; 이채현, 

2021; 정수연 & 정재희, 2021; 한국소비자원, 2020; 

Wongkitrungrueng & Assarut, 2020)으로 정의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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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라이브커머스의 정의 

중

점 
연구자 조작적 정의 

방
송 

김여라 

(2021)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에서 상품을 소개

하고 판매하는 방송 

송운도 

(2021) 
판매를 목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커
머
스 

Wongkitrungruen
g, Assarut(2020) 

상품 제작과정 설명 및 사용 방법 시연과 함께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즐겁게 하여 현장에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커머스 

김필성 
(2021) 

모바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기술과 이커머스가 결합한 
합성어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소통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자상거래 방식 

이채현 

(2021) 

네트워크 스트리밍의 기술을 통해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형태로 소비자와 실시

간 소통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
과 이커머스가 결합한 개념으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방식 

곽지은, 김주덕 
(2021)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모바일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한국소비자원 
(2020) 

미디어 기반의 커머스에서 파생되어진 한 유형으로 실시

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며 TV홈쇼핑과 달리 시청자와 함께 적극
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하는 양방향 미디어 커머스 

정수연 외 

(2021)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
고 판매하는 이커머스의 한 유형이며 온라인 쇼핑과 방

송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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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라이브커머스의 등장 및 성장 배경에는 기술 발전과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이 중심에 있다. 먼저 라이브커머스의 핵심 기술인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은 1 인 미디어의 상업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대형 방송사만 방송할 수 있는 통념이 해체되고, 개인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서 소비자로 국한되어 있던 개인이 생산자로서도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 19 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외출의 

최소화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는 비대면 소비 중 대면 소비와 가장 흡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라이브커머스 유사 개념 고찰 

 

미디어와 리테일의 결합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라이브커머스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유사한 측면이 

있는 TV 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TV홈쇼핑 

 

먼저 가장 전통적인 채널인 TV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와 마찬가지로 

방송진행자가 생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는 기본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라이브커머스와 TV 홈쇼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체에 있다. TV홈쇼핑은 TV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라이브커머스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와의 방송 채널 사용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지위가 나누어지며, 법적인 규제, 진입절차, 심의 기준 등에 



 

 6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매체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정도에도 차이를 

주었는데, 라이브커머스는 적극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방향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TV 홈쇼핑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일방향 

소통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법적인 규제도 라이브커머스는 통신 판매업(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반면 TV 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방송법)이 적용되어 

방송 자유도와 판매 수수료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라이브커머스가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야기되는 낮은 

비용으로 유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500 명을 조사한 결과, 81.6%(408 명)가 TV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20).  

 

(2) 오픈마켓 

 

오픈마켓(Open market)은 자유로운 시장 공간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제한 없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공간을 제공하고 그 거래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취하는 중개형 플랫폼이다(유순덕 & 김정일, 2011).  

이처럼 중개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오픈마켓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유사점이다. 이에 따라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종합쇼핑몰과 달리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책임소재가 적다. 또한 판매자의 진입장벽이 낮아 참여자 모두 

판매자와 소비자도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인과 개인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중에서 

오픈마켓 연계형 라이브커머스(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연계된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오픈마켓의 기능에 방송진행자가 등장하여 

실시간 영상을 통해 참여자간 심적 거리를 좁힐 수 이점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오픈마켓 연계형 라이브커머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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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에서 직매입으로 진행하는 폐쇄형 방식은 판매자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3) 소셜커머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광의적 개념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온라인 소비 경험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전자상거래이다(신기종 et al., 2017; Marsden, 2010). 

소셜커머스의 일반적인 유형은 소셜링크형, 소셜웹형, 공동구매형, 

오프라인 연동형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상황에 

따라 결합되기도 한다(장정윤, 2013).  

첫째, 소셜 링크형은 커머스 사이트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와 연동 가능한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SNS 에 해당 

웹 링크가 생성되거나 게시물로 나타나며, SNS 공동체에 실시간으로 

게재되어 상품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소셜웹형은 커머스 사이트에 SNS 기능을 구현한 방식이다. 

커머스 사이트 내에서의 소비자 평가, 리뷰 등의 구매 후 경험에 대한 

활동이 SNS 와 같이 업로드되어 타 소비자에게 정보원으로써 

기능한다. 해당 커머스 사이트에서 바로 타 소비자의 구매 후 경험을 

접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관련 글의 수가 적을 시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저하된다는 점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공동구매형은 온라인 공동구매 사이트가 SNS 와 결합한 

형태이다. 상품 및 서비스별 설정한 최소 구매 수량 목표가 달성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SNS 를 통해 지인을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게끔 운영된다. 목표 인원과 마감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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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오프라인 연동형은 오프라인 매장을 SNS 와 연결하는 

유형으로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매장 

경험 및 평가를 SNS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소셜커머스와 라이브커머스는 미디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다양한 

소셜커머스의 유형 중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수량 제한 및 

시간제한으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자극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유사하다(임종범, 2013; 장정윤, 2013). 그러나 라이브커머스와 달리 

실시간 영상 기능의 부재로 판매자와의 상호작용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대면 소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라이브커머스가 지니는 차별화된 혜택 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적인 할인 혜택,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 상품에 대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 제공성, 방송 예능적인 요소를 추가한 오락성, 실시간 채팅을 

통한 방송 진행자와 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선정하여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혜택을 살펴보았다. 

 

3) 국내 라이브커머스 현황 

 

 (1) 시장 현황 

 

국내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2020 년 4000 억원에서 

2025 년까지 25 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교보증권 

보고서, 2020), 소비자 수요 측면에서도 이용 경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50 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020 년도에는 4000 명 중 1096 명(27.4%)만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와 달리 2022 년에는 2315 명(57.9%)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22).  



 

 9 

국내 라이브커머스의 첫 도입은 2017 년 티몬의 자사 플랫폼 

티비온을 통한 티비온 라이브이다. 이후 [표 2-2]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포털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 이커머스 사업자(티몬,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롯데, 신세계 등), 전문 플랫폼 운영 사업자(그립, 소스 

등)가 존재하며(한국소비자원, 2020), 각 플랫폼은 유형별 장점을 살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플랫폼 유형 내에서도 판매자의 접근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자에게는 개방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게 하는 

반면, 카카오는 하루에 방송가능한 판매자를 선정하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라이브커머스는 폐쇄적인 방식에서 

시작했으나 규모의 문제로 점점 개방적인 방식으로 변모하는 

추세이다. 폐쇄형 플랫폼은 방송, 제품, 서비스 등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방형 플랫폼은 접근의 용이성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매자를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TV 홈쇼핑과는 다른 차별화 지점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별 소비자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21 년 기준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며, 뒤이어 카카오쇼핑 라이브, 잼라이브(현재는 

서비스 종료 이후 네이버와 통합), 쿠팡라이브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픈서베이, 2021). 2022 년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이용하는 비중이 더 증가하여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1위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메조미디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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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라이브커머스 유형별 플랫폼 및 특징 

유형 플랫폼 출시 시기 특징 
개방형/ 
폐쇄형 

포털 
사업자 

네이버 20.07 

수수료 3%로 업계 최저수준 제공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홈쇼핑 사업자 

등에 플랫폼으로 제공 
숏폼 라방(짧은 방송) 시도  

일반/도전/기획/셀럽 라이브 존재 

네이버 페이와의 연동 

O 

카카오 20.10 
일 4~7회로 제한적 서비스 제공 

카카오 페이와의 연동 
가로 화면의 방송 

△ 

이커머스 

티몬 17.09 티비온 라이브와 셀렉트로 구별  O 

쿠팡 21.01 자체 쿠팡 라이브 심의 가이드 제작 O 

배달의 민족 21.03 앱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 판매 △ 

11번가 21.08 

월 평균 시청 수 21만 회 
좋아요 수 약 2만건 
장년층 겨냥 방송 진행 
예능형 고정코너 운영 

△ 

씨제이 21.05 멀티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 도입  △ 

신세계 SSG 20.10 타 라이브커머스와의 협업 △ 

대형  
유통업체 

롯데  19.02 2021년 월평균 조회 수 약 80만 △ 

전문  
플랫폼 

그립 19.02 
2021년 총 방송 수 218,216회 

총 시청시간 약 3천만 시간 
O 

소스 19.05 
국내 B2B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점유율 

1위 

해외에서 현지 방송 진행 

O 

보고 20.08 

2021년 12월 기준 누적 거래액 약 
1천 100억원, 누적 앱 다운로드 수 약 

70만건 
Full HD(1080p) 화질 최초 도입 

보고페이와의 연동 

△ 

O 개방형 △ 폐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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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현황 

 

국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라이브커머스를 

최초로 도입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2 년 3 월에 새로운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은 크게 소비계약의 

권리와 의무, 책임 주체의 식별, 민사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에서 허위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광고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2 조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에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판매 

주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역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실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자격심사 불이행으로, 판매자의 부당한 행위를 알거나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진다. 즉 중개자의 지위로 책임 부담이 

적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커지게 된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라이브커머스 관련 시장 및 이용자 실태 조사, 

규제와 정부의 정책은 성장세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국내는 라이브커머스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며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중개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만 

하면 사전심의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 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와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2021 년 2 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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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에 녹화 등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년 

7 월부터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일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자체적인 심의 가이드를 제작하여 

방송을 검수하며 가이드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단계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관계 부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라이브커머스 관련 연구 

 

라이브커머스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표 2-3]과 같이 주로 시청의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다수 살펴보았다.  

시청의도의 영향요인은 오락성, 사회적 상호작용, 방송진행자의 

지지도, 몰입, 태도, 가치가 주로 다루어 졌으며, 구매의도의 

영향요인으로는 타 커머스와의 차이점인 상호작용성, 방송진행자의 

특성과 오락 및 몰입과 함께 상품 정보 및 신뢰도에 관한 변수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가격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 변수 또한 

살펴보았다.  

[표 2-3] 라이브커머스 관련 연구 

종속변수 영향요인 연구자 

시청의도 

오락, 몰입, 스트리머 지지, 사회적 상호작용, 태도, 

지각된 가치 

Chen & Lin 

(2018) 

상호작용성, 의사소통 즉각성, 상품 평가 
Wang&Wu 

(2019) 

구매의도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스트리머와의 상호작용성,  

소비자간 상호작용성, 오락성, 정보성, 가격할인성) 

스트리머 정보원천의 특성(진실성, 전문성, 매력성) 

Wen (2020) 

정보기술 행동유도성, 참여 Park&L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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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음식 

메뉴 특성 
Sun et al. (2019) 

인플루언서 특성(진실성, 독창성, 전문성), 

라이브커머스 특성(상호작용성, 보안성), 

공동경험(반응성, 생동감) 

나경원&오경화 

(2021) 

공동경험(참여, 인지적 공유, 감정적 전염),  

서비스 품질(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 기술 

안전성),판매자 신뢰, 구매경험 유무 

이유리 (2021) 

판매자-소비자 상호작용성, 관계품질,  

사회적 실재감, 몰입, 사회적 지지 

Ruixue et al. 

(2020) 

방송진행자(친밀성, 독특성, 신뢰성), 콘텐츠(오락성, 

정보성), 제품 관련 요인(자아일치도) 

장의녕&박현정(2

018) 

정보성, 오락성, 반응성, 기술안정성 
송예진&이유리(2

020) 

정보성, 오락성, 상호작용성 Hao(2020) 

정보성, 오락성, 경제성, 편의성 송운도(2021) 

실시간 상호작용성, 유희성 인플루언서 인지도 쇼핑 

편의성, 실재감, 가격가치, 몰입감 
김필성(2021)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과업 복잡성, 지각된 정보의 양 
김효정 et al.  

(2021) 

호스트 매력도, 상호작용, 정보 품질, 인지적 동화, 

각성 

Xiaoyu et al. 

(2020) 

재구매의도 

미디어 특성(모빌리티, 편의성, 실시간 상호작용),  

콘텐츠 특성(가시성, 진실성, 오락성),  

상황적 특성(시간 부족, 수량 부족, 임시 쿠폰), 

몰입, 각성, 지각된 위험, 참여 

장수평 et al. 

(2018) 

인플루언서와의 상호작용, 구매의도, 활동성, 

방송기술, 만족도 

최창열&함형준 

(2019) 

구매 후 

만족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지각된 상호작용성, 판매자 

신뢰도, 자아이미지 일치성 

김효정&박민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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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이용의도 대신 앞으로 라이브커머스를 구매 채널로서 

지속적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라이브커머스의 확산 속도에 맞게 이들이 

추후에도 라이브커머스를 구매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속해서 이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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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극-유기체-반응(Stimulus-Organism-Response) 

모델과 소비자 행동 

 

1. SOR모델과 소비자 행동 연구 

 

환경심리학에서 시작된 자극(Stimulus)-유기체(Organism)-

반응(Response) 모델(SOR 모델)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자극이 

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행동적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모델이다. 특히 Mehrabian 과 Russell(1974)은 내적 상태를 감정 

상태(emotional states)로 개념화하여, 감정 상태가 환경적 자극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을 [그림 2-1]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이 모델은 소비자가 환경 자극에 반응하여 

쾌락(pleasure), 각성(arousal), 지배(dominance)의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이 접근(approach) 및 

회피(avoidance) 반응과 같은 두 가지 대조적인 행동을 야기한다고 

가정한다. 

 

자극(S)            유기체(O)            반응(R) 

 

[그림 2-1] SOR 모델 

SOR 모델은 환경심리학 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도 널리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매장 내에서 경험하는 환경적 자극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Bitner, 1992; Donovan & Rossiter, 1982; Sherman et al., 

환경적 자극 

(Environmental 

Stimuli) 

감정적 상태 

(Emotional States) 

접근 또는 회피 반응 

(Approach or 

Avoidanc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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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이후 온라인 소비자 행동으로 SOR 모델의 적용 영역이 

확장되며(Chen & Yao, 2018; Parboteeah et al., 2009), 각각의 단계를 

설명하는 요인들도 소비 환경에 따라 변화하였다. SOR 모델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단계의 측정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Stimulus)은 물리적 자극과 사회ˑ심리적인 자극을 모두 

포함한다(Lee et al., 2011; Slama & Tashchian, 1987). 초기의 오프라인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매장 내의 물리적인 환경 요인인 온도, 음악, 

소음, 향 등을 주로 측정하였다(Bitner, 1992; Buckley, 1991). 그러나 

물리적인 환경 자극만으로는 소비 경험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Jang & Namkung, 2009), 이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품질과 같은 사회ˑ심리적인 요인도 추가되어 감정과 행동에 

대한 중요한 예측자료로 작용하였다(Kivela et al., 1999).  

온라인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도 웹사이트 품질 및 디자인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환경적인 특성과 경제적 혜택,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추가되었다(Zhu et al., 2019; Zimmerman, 

2012).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자극으로서 인지된 경제적 혜택,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프라이버시 위험, 인지된 전환 비용, 인지된 

상호작용성과 같은 소비자의 인식이 감정과 신뢰와 같은 유기체에 

영향을 미치어 구매의도 및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입증된 

바 있다(김효정 & 나종연, 2016; Aggarwal & Rahul, 2017; Thomas et 

al., 2018).  

둘째, 유기체(Organism)의 경우 Mehrabian 과 Russel(1974)의 

모델에서는 PAD(Pleasure-Arousal-Dominance)모델을 기반으로 

쾌락, 각성, 지배라는 세 가지 감정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세 

가지 감정의 차원만으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고,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흥미, 놀람, 분노 등과 같은 단기간의 특정 감정들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Eroglu et al., 1998), 세 가지 감정 이외에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감정으로 소비자 

내면을 살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효정 & 나종연, 2016;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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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 Y.-T. Lin, 2018; Jang & Namkung, 2009; Torabi, 2021).  

셋째, 반응(Response)에 사용된 변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하나의 축은 Mehrabian 과 Russel(1974)의 모델과 

같이 접근과 회피라는 상반된 두 가지 행동을 모두 측정하여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Eroglu et al., 1998). 이때 접근 행동은 방문, 

탐색, 구매 등을 포함한 모든 긍정적 행동으로 구성되고 회피 행동은 

그와 반대인 부정적 행동으로 구성된다(Chang & Chen, 2008).  

또 다른 축은 행동의도로 반응을 측정하는 것인데, 행동의도가 

행동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Shim et al., 2001) 실제 행동의 대리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Ajzen & Fishbein, 1975; Jang & Namkung, 

2009). 따라서 주로 구매의도, 방문의도, 재구매의도, 재방문의도, 

지속이용의도, 추천의도 등이 SOR 모델의 종속 변수로서 연구에 

활용되었다(Hewei & Youngsook, 2022; Kim & Lennon, 2013; 

Mummalaneni, 2005; Zimmerman, 2012).  

 

2. SOR모델과 라이브커머스 선행연구 

 

라이브커머스 관련 연구에서도 SOR 모델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자극은 상호작용성, 정보원(방송진행자)의 특성, 

가격 할인과 같은 라이브커머스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및 혜택을 

이용하고, 유기체로는 인지된 가치, 즐거움, 유용성, 위험, 감정적 

상태, 신뢰, 플로우 등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며 경험하는 내적 

상태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응은 구매 및 충동구매 의도, 

타인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 등으로 행동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조서일, 2022; Hu & Chaudhry, 2020; Lee & Chen, 2021; 

Ming et al., 2021; Xu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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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SOR모델을 적용한 라이브커머스 선행연구 

연구자 Stimulus(자극) Organism(유기체) Response(반응) 

조서일 

(2022) 

상호작용성, 시간

압박, 인센티브 메

커니즘 

인지된 가치,  

인지된 위험 
구매의도 

Lee&Chen 

(2021) 

정보원(매력도, 신

뢰도, 전문성), 상

품유용성, 구매 편

의성, 상품 가격 

인지된 즐거움,  

인지된 유용성 
충동구매의도 

Ming et al. 

(2021) 

사회적 실재감(플

랫폼, 시청자, 스

트리머), 원격감 

소비자 신뢰,  

플로우 상태 
충동구매의도 

Xu et al. 

(2020) 

스트리머 매력도, 

의사사회적 상호작

용, 정보 품질 

인지 동화, 각성 

쾌락적 구매의도, 

충동구매의도,  

공유의도 

Hu&Chandhry 

(2019) 

금전적 유대감, 사

회적 유대감, 구조

적 유대감 

감정적 헌신 

(방송진행자, 시장)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 

 

SOR 모델을 기반으로 라이브커머스 소비 행동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다양한 소비자 행동 모델 중 SOR 모델을 

선택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기술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른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SOR 모델의 근간이 된 SR(Stimulus-Response) 모델은 

소비자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유사한 자극을 받으면 유사한 반응을 

한다고 가정한다(Sultan et al., 2021). 이는 심리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차, 동기, 절차 등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불충분한 반면, SOR 모델은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추가하여 행동에 대해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Jacoby, 2002). 특히 라이브커머스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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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내면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SOR 모델은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도 소비자의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델과 차별화된 지점을 

지닌다. 소비자학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Ajzen 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성의 

합리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성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부분은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Ajzen, 

1991). 또한,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실용적인 제품 및 서비스인 경우 해당 모델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쾌락적인 제품 및 서비스인 경우에는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유재현 et al., 2010).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감정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라이브커머스는 재미를 유발하는 예능적인 

요소, 유명 방송 진행자의 인기 및 방송 멘트, 할인 프로모션 등을 

강조하는 커머스이기 때문이다(Zhou & Tong, 2022).  

따라서 본 연구는 SOR 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모두 다루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정교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내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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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라이브커머스 이용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틀을 설정하기 

위한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 및 감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기준을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 모델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후 자극 

요인으로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을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위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각 

하위차원을 논의한다. 유기체 요인으로서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느끼는 소비자 감정에 대해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반응 요인으로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라이브커머스 이용행태 

 

라이브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용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매 결과인 금액, 구매전환율만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라이브커머스의 지속이용의도를 파악하는데 기반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그림 2-2]와 같이 McKinsey 의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 모델(Consumer Decision Journey Model)이다. 기존의 

모델(AIDA, AIDMA, AIDCA)은 인지하고 구매하기까지의 선형적인 

의사결정 경로로서 단편적으로 행태를 살펴본다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이 모델은 순환적인 모델로서 구매 후 총체적인 경험이 

지속적인 이용으로 넘어가는 주요한 선행단계라고 보고 있다.  

먼저 자극 요인(trigger)이 소비자가 초기에 고려하는 후보군을 

정하게 된다. 이후 정보 수집 및 비교라는 적극적 평가(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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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이후 구매 시점(moment of purchase)에 다다르게 되며, 

구입을 결정하면 구매 후 경험(post-purchase experience)이 다음 

의사결정 여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커머스 중에 라이브커머스를 선택하여 유입된 경로를 살펴본 

후, 방송을 시청하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팔로우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 이후 구매한 상품 및 횟수와 

같은 구매경험에 대해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구매 후 경험으로 불만 

사항에 대해 알아보아 라이브커머스의 지속이용 순환고리로 이어지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본다. 특히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온라인 소비 

상황에서는 처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만 작은 불만족에도 쉽게 

해당 사이트를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김미숙 & 김소영, 2001; 배지양, 2018), 소비자의 불만을 

관리하는 것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중요하다. 

 

 

[그림 2-2] McKinsey의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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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 

 

소비 맥락에 있어 인지된 혜택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인식하는 이점으로, 실용적 측면(utilitarian benefit)과 유희적 

측면(hedonic benefit)으로 나누어져 설명된다((Batra & Ahtola, 1991; 

Dhar & Wertenbroch, 2000). 실용적 혜택은 어떠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유희적 

혜택은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것에서 비롯된다(Hirschman & 

Holbrook, 1982). 이러한 혜택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원인과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미래의 구매 행동과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온라인 소비의 인지된 혜택은 온라인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다. 오프라인 소비보다 시간 및 이동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편의성,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락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들이 온라인 소비의 

혜택으로 나타났다(Forsythe et al., 2006).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의 

인지된 혜택은 주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관계적 혜택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박신영 & 신수연, 2021; Hou et al., 2020).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자상거래의 인지된 혜택과 상호작용성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의 정의와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인지된 실용적 혜택의 변수를 경제성, 편의성, 정보성으로 

제안하였으며, 인지된 유희적 혜택은 상호작용성, 오락성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아래에서 각각의 하위 차원으로 선정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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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 

 

경제성은 소비자가 기업과의 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경제적인 

이점으로 할인이나 세일 등의 특별한 금전적인 혜택으로 설명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기이다(Peterson, 1995).  

라이브커머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 혜택 

부분이다(이모란 & 이혜수, 2021). 라이브커머스는 시청 과정에서 

방송 시청자에게만 제공하는 무료 배송 서비스, 시청 시간에 따른 

쿠폰 및 시청자 가격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유도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판매 촉진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가격할인은 일정한 시간대에 

소비자가 많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업의 

판매촉진 수단이며, 특히 여러 비슷한 제품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김진성 & 배준연, 2012).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라이브커머스의 가격 할인 및 추가 혜택과 같은 

금전적인 요인이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며  만족도 및 구매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2022; 이모란 & 이해수, 2021; 

한국소비자원, 2020). 

 

2) 편의성 

 

편의성은 사전적 의미에서 무엇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데 편하고 

쉬운 것을 의미하며, 형편이나 조건이 편리하고 좋은 특성을 

의미한다.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편의성을 일컫는 말로 

이용성(usability)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김필성, 2021; Anderson & 

Shugan, 1991). 특히 편의성은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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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요인이며(Cooper, 1997), 소비자가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혁신 측면에서 편리성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Wallis, 1997).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언제 어디서나 소비가 가능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편리하다(이나예 & 박정은, 

2018). 또한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고, 비교에 한계가 있는 

오프라인보다는 검색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이아람 & 유태순, 2010). 

라이브커머스와 유사한 소셜커머스에서도 편의적인 혜택이 구매 및 

지속이용의도에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김영자 & 김동진, 2015; 

김현철 et al., 2015). 

라이브커머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소비가 지양되는 시기에 

집에서 직접 매장에 간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제공한다. 라이브커머스에서도 편의성은 혜택 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구매의도 및 지속이용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운도, 2021; 장수평 & 최재원, 2021; Cai et al., 2018; Hao, 

2020). 

 

3) 정보성  

 

정보성은 소비자 관점에서 개별적 구매 행위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만족을 주도록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다(Ducoffe, 1996). 이때 정보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시의 

불확실성 정도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욕망 충족 및 목표 달성에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이은희, 1994).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진행자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가 작성한 

채팅이나 질문을 수시로 대답하고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는 

가시적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 재정적 및 심리적 불확실성 및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가격이나 품질, 상품 등에 관해 알려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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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이브커머스에서 제공한 콘텐츠의 정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예진 & 이유리, 

2020; 송운도, 2021; 장수평 & 최재원, 2021; 장의녕 & 박현정, 

2018; Cai et al., 2018; Liu et al., 2020; Wen, 2020).  

 

4)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이란 대상 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Ou et al., 2014). 상호작용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개념이다(Anderson, 1996; Heeter, 1989). 

온라인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은 주로 이용자 통제(user control), 

양방향 소통(two-way communication), 동시성(synchronicity), 

반응성(responsiveness), 개인화(personalization)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Liu, 2003; Wu, 2000). 이후 온라인 및 소셜 커머스에서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차원들이 적용되었다(Lin et al., 2019; 

Ou et al., 2014; Jiang et al., 2010).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 통제, 반응성, 연결성(connectedness), 개인화, 편재적 

연결성(ubiquitous connectivity), 맥락적 제공(contextual offer)으로 

추가 확대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Lee, 2005).  

라이브커머스 방송진행자와 소비자 모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도 구분되는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김민정 & 최윤정, 2018; 성다혜 & 

이형석, 2018; 조윤희 & 임소혜, 2019). 이에 따라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가 상호작용 가능한 대상인 방송진행자와 타 소비자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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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진행자와의 상호작용성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시청하는 화면 상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방송진행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박현길, 

2020), 자신들의 요구를 수행해 주는 방송진행자를 통해 대리 

체험하는 느낌까지도 경험하는 등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입체적인 

소비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모란 & 이해수, 2021). 방송진행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 시청과 

구매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Wen, 2020). 따라서 

방송진행자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감정 경험으로 이어져 

라이브커머스 실시간 방송 참여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설상철 & 신종학, 2005; 장의녕 & 

박현정, 2018). 

 

(2) 소비자간 상호작용성 

 

소비자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상품 및 방송 콘텐츠 자체에 

대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다른 소비자와 실시간 의견 교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소비자간의 상호작용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

공동체의 일반적인 활동 수준’ , ‘공동체의 욕구 만족 수준’, ‘공동체 

활동 참여 의지’ 를 거래, 이해, 관계 측면으로 살펴보기도 

하며(이두희 & 구지은, 2001),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에 관한 토론, 

경험담을 제공하는 정도, 상품 관련 사람을 만나는 기회로 

측정하기도 한다(송창석 & 신종칠, 1999). 

모바일 및 소셜 커머스에서도 소비자간 상호작용성을 살펴보았는데, 

플로우와 즐거움을 매개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동성 et al., 2012; 조윤진 & 서상우, 2012). 

라이브커머스 관련 연구에서도 방송진행자와의 상호작용성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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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간 상호작용성도 구매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이모란 & 이해수, 2021; 이애리, 2021; Wen, 2020). 특히 

실시간으로 리뷰,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타인 반응 확인 가능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모란 & 이해수, 2021). 이는 라이브커머스가 이용 상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믿음 및 판단을 

주변의 반응과 평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라이브커머스에 

동시에 접속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의 반응은 구매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박상희 et al., 

2020).  

 

5) 오락성  

 

오락성은 기대되는 어떠한 성과와는 활동 자체가 재미있다고 

인지되는 정도이다(Davis et al., 1993). 오락성은 미디어 및 광고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으로, 광고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차원이고 오락성의 수준은 소비자의 광고태도와 광고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Ducoffe, 1996).  

광고연구에서 오락성을 더 많이 활용하는 재미있는 광고 내용은 

소비자의 몰입도를 유발하여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경험과 

제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얻는다고 하였다(Alwitt & Prabhakar, 

1992). 또한 오락성이 높은 방송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며 이용의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적극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최훈 & 최유정, 2015; 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진행자 중에 연예인 혹은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기도 하고, 게임 및 연출을 통해 오락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김필성, 2021). 이에 따라 전통적인 커머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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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에서 재미있는 소비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관련 연구에서 오락성이 몰입과 만족도를 매개로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운도, 2021).  

 

3.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위험 

 

소비자 행동에는 위험부담(risk-taking)이 존재한다(Bauer, 1960). 

본질적으로 소비자 행동은 다양한 대안 중 최적을 선택하는 문제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Bauer, 1960; 

Kogan & Wallach, 1964).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같이 비교적 새로운 

커머스를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된 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며(Arts et al., 2011), 인지된 위험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수용을 방해하는 요인(Crespo et al., 

2009)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위험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위험과 소비자의 

주관이 반영된 인지된 위험이 있으나,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위험보다 인지된 위험을 중추적인 개념으로 여겼다(Bauer, 

1960; Stone & Winter, 1985). 소비자는 한정된 정보 및 기억과 

새로운 소비 상황의 직면으로 객관적인 위험을 적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Mitchell, 1998), 객관적인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전혀 객관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정재일, 1981; Bauer, 1960). 이에 따라, 

수많은 학자는 오랫동안 인지된 위험을 중심으로 그 구성 요인과 

유형 등의 연구를 수행하며 논의를 확장하였다. 

인지된 위험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단일 차원으로 정의되는 경우와 

불확실성, 결과, 손실 발생 확률, 손실의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다중 

차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다중 차원의 경우 대개 두 요인의 함수로,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결과(adverse consequence)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과(Bauer, 1960; Cox, 1967; Cunningham, 1967) 불확실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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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시각(Arndt, 1967; Bettman, 1973; 

Schiffman, 1972), 손실 발생 확률과 손실의 중요성의 함수로 보는 

관점(Peter & Ryan, 1976), 결과(outcome)와 산출(consequence)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하였다(Taylor, 1974).  

구성 요인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같이 인지된 위험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인지된 위험의 차원을 

경제적(financial), 신체적(physical), 심리적(psychological), 

성능적(performance), 사회적(social) 위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Jacoby & Kaplan, 1972).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맥락에 따라 시간적(time) 위험 및 미래 기회 손실 위험을 추가하면서 

위험 유형을 확대하였다(Roselius, 1971; Zikmund & Scott, 1974).  

그러나 기존의 유형은 대면 소비를 기반으로 설정되어 온라인 

소비와 같은 비대면 소비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소비 환경이나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정되었다(Cases, 2002). 특히 구매 전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거나 

새로운 소비환경을 경험할 경우에는 [표 2-5]와 같은 위험 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유형 

원인 

(source) 

차원 

(dimension) 

설명 

(description) 

상품 성능적 위험 상품 성능의 기대에 대한 실망 

비대면 

거래 

시간적 위험 
상품 구매를 위해 소요된 시간 및  

좋지 않은 구매를 한 경우의 낭비된 시간 

경제적 위험 
좋지 않은 구매를 한 경우의 잃어버린 금액과 

상품 배송 및 교환을 위해 야기되는 추가 금액 

배송 위험 
제 시간에 상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과 오랜 배송 시간 

인터넷 사회적 위험 
인터넷 구매에 대한 주변 지인의 반응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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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위험 소비자의 사생활 및 인터넷에서 익명성 손실 

결제 위험 
인터넷에 카드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적인 결과 

웹사이트 원인 위험 웹사이트 신뢰성과 신뢰도 수준의 위험 

Anne-Sophie Cases(2002) 참고 및 수정 

 

이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또한 기존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행연구 고찰과 소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충동구매 위험, 상품 성능 위험, 

소비자제도 미비를 선정하여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충동구매 위험 

 

라이브커머스는 시간 제한 및 수량 마감과 같은 희소성 전략과 

가격할인 및 사은품 제공과 같은 판매촉진 요인을 내세우며 계획되지 

않은 충동구매를 유도한다(김수영, 2021; 유현아 et al., 2020).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서 방송진행자와 시청자 간의 실시간 채팅 및 팔로우 

기능을 통해 친밀한 대인관계가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방송진행자의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충동구매 위험은 

증가했다(김효정 et al., 2021). 실제로 방송진행자의 허위·과장광고를 

포함한 충동구매 유발 발언이 지나치다고 인지하는 소비자가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인 결과가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20). 

비대면 거래에서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TV 홈쇼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라이브커머스와 실시간 영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TV 홈쇼핑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현혹적인 성격으로 인해 충동구매 위험이 가장 주된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구양숙 & 김주영, 1999; 안의진, 2005; 양윤 & 정미경, 

1999). 특히 대면소비보다 홈쇼핑에서 이에 대한 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Kwon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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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관련 충동구매 위험에 따르면 인지된 충동구매 위험은 

구매금액과 충동구매경험을 매개로 구매 만족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효과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껑티엔 

& 손상희, 2021).  

 

2) 상품 성능 위험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기존의 전자상거래보다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구매 전에 직접 상품을 

만져보거나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구매의 결과(consequence)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장수평 & 최재원, 2021). 즉,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와 관련한 

위험을 높게 인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장수평 & 최재원, 2021). 

라이브커머스와 유사한 TV 홈쇼핑에서의 인지된 위험을 살펴보면, 

상품 관련 위험, 통신판매관련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 나누었는데, 

소비자는 상품 관련 위험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이윤정, 1993). 

비대면 온라인 소비 상황에서 인지된 위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인지된 위험에는 부재하였던 상품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과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교환이나 반품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나윤규 & 홍병숙, 2008; 

Forsythe & Shi, 2003). 라이브커머스 연구에서도 상품 관련 위험이 

구매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껑티엔 & 손상희, 2021). 

 

3)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라이브커머스 이용 소비자는 방송법의 보호를 

받는 TV 홈쇼핑에 비해 보호 수준이 낮다. 서울시의 2022 

라이브커머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 피해 경험자는 

15.6%(600 명)이며, 앞으로 라이브커머스 관련 피해 예방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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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74.4%(2,976 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불량·가짜 상품 판매, 판매자나 플랫폼의 

책임 전가, 잘못된 상품정보, 교환·반품 거부 순이었다.  

라이브커머스 관련 정책적인 지원과 관련한 연구에서 소비자 보호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갖추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플랫폼 운영자의 피해보상 및 법적 책임 명시와 방송기록 보존 의무 

마련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김필성, 2021). 보호 제도의 불충분함은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며 심리적 비용을 제공하는 바와 같이(Lam et 

al., 2020), 소비자 보호 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감정 

 

이성과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관점먼으로는 실제 소비자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소비자의 정서적 측면, 즉, 소비자 감정(consumer emotion)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Hirschman & Holbrook, 1982). 

소비자 감정이란 소비하는 경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의 

집합으로 정의된 바 있으며(Havlena & Holbrook, 1986; Wakefield & 

Baker, 1998), 이는 소비자 감정이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유형별 접근 방식은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적 반응의 유형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Izard(1977)의 DES (Differential Emotions Scale)의 11 가지 감정, 

Plutchik(1980)의 EPI (Emotions Profile Index)의 8 가지 감정, 

Richins(1997)의 CES(Consumption Emotion Descriptors)의 12 가지 

감정유형이 있다. 이후 국내에서는 이학식, 임지훈(2002)의 

CREL(Consumption-Related Emotion List), 서용원, 손영화(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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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I(Korean Consumption Emotion Items) 등 다양한 소비 정서 

측정 도구들을 통해서 소비자 감정을 유형별로 측정하고 있다. 

반면 차원별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유형의 감정적 반응들이 다차원 

상에서 위치하게 되면, 이들 유형의 위치를 설명하는 차원을 

해석하는 방식이다(유창조, 1999). 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Mehrabian & Russel 의 PAD(Pleasure-Arousal-Dominance) 

모델이다. 이 모형은 SOR 모델에서 내재적 상태(O)로 적용되었던 

감정이며, 나중에 지배(dominance)는 효과의 차원이 아니라고 

언급했다(Russell & Pratt, 1980). 이에 따라 소비자 행동의 

영향요인으로서 즐거움(pleasure)과 환기(arousal)와 같은 감정적 

반응이 점포에서 보내는 추가 시간 및 추가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Donovan & Rossiter, 1982; 

Wakefield & Blodgett, 1994). 

하지만 PAD 모델은 범위의 한정성과 감정 반응에서 가능한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Eroglu et al., 1998). 

소비자 개인의 PAD 점수로는 기쁨, 죄책감, 분노 또는 두려움과 같은 

특정 감정 상태의 존재를 명확하게 추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이브커머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특정 감정을 

파악해야 하는 본 연구에는 본래의 PAD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형별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경험하는 감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자 감정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개의 독립적인 주요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Oliver, 

1993; Richins, 1997; Watson & Tellegen, 1985; Westbrook, 1987). 

국내연구에서도 감정은 이중적 경로이자 각각 상호독립적인 경로로 

구성되어있음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서용원 & 손영화, 

2004; 이학식 & 임지훈, 2002). 이처럼 두 가지 차원의 감정을 

기반으로 SOR 모델에 적용하여 연구도 [표 2-6]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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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가운데 Izard(1977)의 DES 의 11 가지 감정을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맥락에 적합한 감정을 선택하였다. 

[표 2-6] SOR 모델 기반 소비자 감정 요인 선행연구 

연구자 감정 구성 변수 

Beatty and Ferrell 

(1998) 

긍정: 신남, 열광, 자랑, 탁월함 

부정: 화남, 괴로움, 짜증남 

Kim and Lennon 

(2013) 

긍정: 즐거움, 신남, 평화로움 

부정: 화남, 괴로움, 걱정스러움, 혐오스러움 

이태희 (2017) 
긍정: 신남, 즐거움, 흥미로움, 행복함 

부정: 화남, 괴로움, 걱정스러움, 짜증남 

 

5. 라이브커머스 지속이용의도 

 

지속이용의도는 최초 수용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도로 초기 수용과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Bhattacherjee, 2001). 국내 라이브커머스 도입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자 유입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를 한 번 이용한 소비자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최양선 et al., 2022). 라이브커머스 

지속이용의도 관련 연구는 [표 2-7]과 같다. 

[표 2-7] 라이브커머스 지속이용의도 관련 연구 

연구자 지속이용의도 영향요인 

최양선 et al. (2022) 
실시간 상호작용성, 정보제공성, 코로나19의 지각된 건강
적 불안감, 우울증, 소비가치(상황적, 감정적, 기능적, 사

회적) 

정수연 and 정재희 (2021) 오락성의 구성요소(상호작용, 인지, 성취, 감각), 
 시청자 태도(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요소) 

이승배 (2022) 사회적 실재감, 쇼핑 호스트, 편리성, 상품성,  
신뢰성, 개인혁신성, 사회적 영향 

김성희 and 조동혁 (2021) 정보시스템품질(시스템, 정보, 서비스),  
유용성, 이용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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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문 제  및  연 구 방 법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각 연구문제의 연구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 1 절에서는 연구문제, 연구모형,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방법의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및 측정도구와 

설문지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를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행태를 살펴보며,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과 위험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지적 차원과 더불어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살펴보며 라이브커머스에서의 

인식과 감정 간의 관계도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앞서 살펴본 

혜택과 위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라이브커머스의 혜택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라이브커머스 지속이용의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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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이용행태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인지된 혜택 및 위험의 수준은 

어떠하며, 인지된 혜택 및 위험에 따른 이용행태 및 긍정적ˑ부정적 

감정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인지된 혜택 및 위험과 

긍정적ˑ부정적 감정은 지속이용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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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은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현재 이용행태를 여정에 

따라 살펴보는 연구이다. 소비자 의사결정 여정 모델에 따라 그 

단계를 유입, 이용, 구매, 구매 후 경험으로 나누어 단계별 

이용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는 소비자의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혜택과 위험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지적 차원과 더불어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살펴보며 라이브커머스에서의 

인식과 감정 간의 관계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혜택과 위험, 감정의 하위 차원을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검토한다. 이후 확정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경험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은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인지된 혜택과 위험과 같은 

인식과 긍정적ˑ부정적 감정이 지속이용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로 SOR 모델을 바탕으로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1)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과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박신영

 & 신수연, 2021; Gwak & Lee, 2021; Hou et al., 2020), 이러한 혜택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추구하는 긍정적 감

정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혜택과 감정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Zeithaml(1988)은 인지된 혜택이 높을수록 긍정적 감

정이 높아지며, 동시에 인지된 혜택이 불안, 불쾌 등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인지된 

혜택이 긍정적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g 

& Han, 2017; Seo et al., 2014; Kim & Kwon, 2011). 반면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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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낮을수록 후회 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Tsiros & Mittal, 2000).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이 긍정적 감정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감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

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은 긍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은 부정적 감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과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 

 

인지된 위험은 현실적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 아닌 

개인의 경험이나 정보를 토대로 주관적 인식을 말한다. 이러한 인지된 

위험은 부정적 감정 경험을 야기한다(Sjoberg, 2001). 인지된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은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며(Choi & Kim, 2011), 부정적인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영향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지된 위험과 감정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지된 위험이 높을수록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nnon, 2013; Yüksel & Yüksel, 2007). 

인지된 위험 손실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록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Kim, 2019; Schafer et al, 

199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은 

긍정적 감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3.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은 긍정적 감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은 부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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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과 지속이용의도 

 

소비자 행동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대부분 이용의도 및 

지속이용의도의 변화 원인으로 인지적 요인을 주장하였다(Fishbein, 

1963).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인지적 요인 못지 않은 태도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감정적 요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Mano & Oliver, 

1993; Park & Young, 1983). 소비자행동에서 감정은 소비자의 

구매의도 및 구매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Ha & Lee, 2008; Jang & Choi, 2015; Kang & Jin, 2015).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특정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atley & Johnson-Laird, 1987). 

선행연구 고찰 결과 긍정적 감정이 지속이용의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Bagozzi & Moore, 1994; 김태희 et al., 2008). 부정적 감정은 

서비스 이용 중단이나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ea & Luo, 2005; Inman & Zeelenberg, 200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5.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지속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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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변수별 조작적 정의를 아래의 

[표 3-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각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용행태와 관련된 

질문을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은 5 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자세한 설문문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변수를 

측정하는 다문항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지표인 Cronbach's α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설문 구조는 [표 3-3]에 작성하였다. 

 

[표 3-1] 라이브커머스 조사 도구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인지된 

혜택 

(S) 

경제성 
라이브커머스의 가격 할인 및 가치 

부가적 혜택을 인식하는 정도 

 김현진 (2022); 

Diamond and 

Campbell 

(1989); Sawyer 

and Dickson 

(1984) 

편리성 

라이브커머스 이용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김필성 (2021); 

박재민 (2022) 

정보성 

라이브커머스에서 식품 시연을 통해 

식품에 관한 정보, 조리법 및 활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송운도 (2021); 

Duffet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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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성 

라이브커머스의 참여자(방송 진행자, 

소비자)간 실시간으로 양방향적인 

소통과 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김정권 (2013); 

이애리 (2021); 

Lee (2005); Liu 

(2003) 

오락성 
라이브커머스의 재미와 즐거움 등 오락 

요소를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송운도 (2021); 

De Wulf et al. 

(2006); Wen 

(2020) 

인지된 

위험 

(S) 

충동구매 위험 

라이브커머스가 소비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충동소비로 이어지게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껑티엔 and 

손상희 (2021); 

안의진 (2005); 

Bauer and 

Greyser (1968); 

Pollay and 

Mittal (1993)  

상품 성능 위험 

라이브커머스 화면에서 보여준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를 수 있다는 불안함의 

정도 

껑티엔 and 

손상희 (2021)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라이브커머스 이용 소비자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및 정책의 

부족의 정도 

김필성 (2021) 

소비자 

감정 

(O) 

긍정적 감정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발되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 
Izard (1977) 

부정적 감정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발되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 

지속 

이용 

의도 

(R) 

지속이용의도 
라이브커머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Bhattacherjee, 

2001); Taylor 

and Baker 

(1994) 
추천의도 

라이브커머스를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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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라이브커머스 조사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내용 
Cronba

ch's α 

인지된 

혜택 

경제성 

라이브커머스는 가격 할인이 있어서 좋다. 

0.825 
라이브커머스는 쿠폰을 제공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포인트 적립을 제공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사은품을 제공해서 좋다. 

편리성 

라이브커머스는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0.776 
라이브커머스는 현재 인기있는 상품을 찾아보기 편리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방송 알림을 설정하기 편리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의 주문 및 결제 방법이 편리해서 좋다. 

정보성 

라이브커머스는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좋다. 

0.842 

라이브커머스는 유용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원하는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영상을 통해 실물에 가까운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좋다. 

상호 

작용성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진행자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다. 

0.877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진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는 다른 이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다. 

오락성 

라이브커머스의 방송 콘텐츠가 재미있어서 좋다. 

0.885 
라이브커머스의 이벤트가 재미있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의 방송진행자가 재미있어서 좋다. 

라이브커머스의 먹방 및 쿡방 장면이 재미있어서 좋다. 

인지된 

위험 

충동 

구매 

위험 

라이브커머스는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닌데도 구매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 

0.725 
라이브커머스는 제한된 상품 수량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 

라이브커머스는 제한된 방송 시간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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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성능 

위험 

라이브커머스 화면에서 보여주는 상품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된다. 

0.809 

라이브커머스는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상품의 양이 적을 수 

있어서 걱정된다. 

라이브커머스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된다 

라이브커머스는 직접 먹어보지 못하므로 맛이 없을 수 있어서 

걱정된다. 

소비자 

보호제도 

미비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미비한 정책적인 지원이 걱정된다.  

(예: 소비자보호) 

0.877 
라이브커머스에서 스토어와 방송진행자에 대한 부족한 관리·감독 

책임이 걱정된다.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가 걱정된다. 

소비자 

감정 

긍정적 

감정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흥미를 느꼈다 

0.822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흥분되었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즐거웠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놀라웠다  

부정적 

감정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의심이 들었다 

0.842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불안했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짜증이 났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후회하였다 

지속 

이용 

의도 

지속 

이용 

의도 

라이브커머스를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  

0.887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횟수를 늘릴 의향이 있다. 

라이브커머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라이브커머스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  

추천 

의도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가 무엇인지 소개할 의향이 있다.  

0.933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 이용을 권할 의향이 있다.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의 혜택을 소개할 의향이 있다.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해보라고 추천할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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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설문지 구성 

변수 문항 문항 수 

응답자 사전 설문 

성별 

연령 

라이브커머스에서 가공식품 구매 

경험 

3문항 

이용 행동 

이용 플랫폼 

유입 경로 

스토어 팔로우 

방송진행자 

팔로우 

이용 방법 

이용 빈도  

이용 시간 

구매 빈도 

구매 품목 

불만 사항 

10문항 

인식 

(S) 

 

인지된 혜택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오락성 

21문항 

인지된 위험 

충동구매 위험 

상품 성능 위험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10문항 

감정 

(O) 

긍정적 감정 
흥미 

즐거움 

흥분 

놀라움 
4문항 

부정적 감정 
의심 

불안 

짜증 

후회 
4문항 

지속이용의도 

(R) 

지속이용의도 

추천의도 
8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혼인여부  

자녀 유무 

가구 소득 

가구 식품 지출 

8문항 

총 문항 수 6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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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알아보고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과 위험과 지속이용의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소비자(20, 3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령대를 고려하여 할당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최근 새로 생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이브커머스 시청 

경험과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가공식품을 구매해보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였다. 대상을 

식품군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상 콘텐츠를 즐기며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2030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상품군을 식품으로 

한정하였다. 그중 신선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가공식품이 신선식품보다 라이브커머스의 상품군으로 이른 시기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험을 더 심도 깊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주 수입원이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라이브커머스에서 내린 구매 의사결정이 본인에 의거하지 

않을 수 있어 연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40대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잼라이브 보고서에 따르면 20대(27%)와 30대(30%)가 전체 연령 

중에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19%), 50대(4%)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그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남성의 경우, 오픈서베이 ‘모바일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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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 층에서 라이브커머스 인지 및 시청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성 연구참여자는 

제외하고, 주 이용층인 여성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이용 행태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며,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어 학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인터넷 리서치 전문기관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표집하였다. 2022년 4월 22일~24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진행되었고, 총 40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았다(IRB 

No.2204/003-016).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와 R 을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수집된 

자료들을 통계 분석하였다. SPSS 26.0 을 이용해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R 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별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문제 1]에서는 이용행태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신뢰도 분석, 기술 통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 묶음을 통해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위험에 대한 잠재변수 생성 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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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405 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4]와 

같다. 20 대 205 명(50.6%)과 30 대 200 명(49.4%)으로 연령대별로 

거의 동일한 비율로 표집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9.96 세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 명(4.2%),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339명(83.7%),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 49명(12.1%)으로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 

239명(59.0%), 학생 54명(13.3%), 전문직 48명(11.9%), 기타(구직자 

등) 21 명(5.2%), 전업주부 19 명(4.7%), 판매/서비스직 10 명(2.5%), 

경영/관리직 9 명(2.2%), 자영업 5 명(1.2%)으로 근로자가 

311 명(76.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 

232 명(57.3%), 광역시 및 세종 129 명(31.9%), 시 단위 37 명(9.1%), 

군 단위 7 명(1.7%)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361 명(89.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혼인 상태는 미혼 323 명(79.8%), 기혼 

82 명(20.2%)으로, 자녀 여부는 무자녀 368 명(90.9%), 유자녀 

37 명(9.1%)으로, 미혼자 323 명(79.8%), 기혼 무자녀 37 명(9.1%), 

기혼 유자녀 45 명 (11.1%)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14명(3.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1명(5.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3명(25.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6 명(16.3%), 4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41 명(10.1%), 

50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45 명(11.1%), 600 만원 이상 700 만원 

미만 33명(8.1%), 700만원 이상 82명(20.2%)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구의 월평균 식품 지출비는 50 만원 미만 84 명(20.7%), 50 만원 

이상 100 만원 미만 166 명(41.0%), 100 만원 이상 150 만원 미만 

83 명(20.5%), 1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41 명(10.1%), 200 만원 

이상 250 만원 미만 19 명(4.7%), 250 만원 이상 12 명(3.0%)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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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연령 
20대 205 (50.6%) 
30대 200 (49.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 (4.2%) 
대학교 재학 및 졸업 339 (83.7%) 
대학원 재학 및 졸업 49 (12.1%) 

직업 

사무직 239 (59.0%) 
학생 54 (13.3%) 
전문직 48 (11.9%) 

기타(구직자, 프리랜서) 21 (5.2%) 
전업주부 19 (4.7%) 

판매/서비스직 10 (2.5%) 
경영/관리직 9 (2.2%) 
자영업 5 (1.2%) 

거주지 

수도권 232 (57.3%) 
광역시 및 세종 129 (31.9%) 
시 단위 37 (9.1%) 
군 단위 7 (1.7%) 

혼인여부 
미혼 323 (79.8%) 
기혼 82 (20.2%) 

자녀여부 
자녀 없음 368 (90.9%) 
자녀 있음 37 (9.1%) 

가구소득 
(월) 

100만원 미만 14 (3.5%) 

100만원-200만원 미만 21 (5.2%) 

200만원-300만원 미만 103 (25.4%) 

300만원-400만원 미만 66 (16.3%) 

400만원-500만원 미만 41 (10.1%) 

500만원-600만원 미만 45 (11.1%) 

600만원-700만원 미만 33 (8.1%) 

700만원 이상 82 (20.2%) 

식품지출 
(월) 

50만원 미만 84 (20.7%) 

50만원-100만원 미만 166 (41.0%) 

100만원-150만원 미만 83 (20.5%) 

150만원-200만원 미만 41 (10.1%) 

200만원-250만원 미만 19 (4.7%) 

250만원 이상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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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이용행태의 전반적 수준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1]인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용행태의 전반적 수준을 

유입, 이용, 구매, 구매 후 경험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유입  

 

라이브커머스에 처음 유입이 된 경로로는 [표4-1]과 같이 ‘앱 이용 

중 우연히 발견(49.4%)’,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고 접함(26.4%)’, ‘기존 

팔로우했던 스토어 알림(16.3%)’, ‘지인 추천(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후 나타난 라이브커머스 주 이용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전문 플랫폼이 아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 기반 플랫폼 혹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나타난 바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앱에서 우연히 라이브커머스를 발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 라이브커머스 유입 경로 

항목 n % 

앱 이용 중 우연히 발견 200 49.4 

온라인 사이트 광고 107 26.4 

기존 팔로우했던 스토어 알림 66 16.3 

지인 추천 24 5.9 

기타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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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국내 소비자의 주 이용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1×2 순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순위로 네이버(67.7%), 배달의 민족(10.9%), 

카카오(7.4%)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2 순위로 카카오(20%), 

네이버 (18.5%), 배달의 민족(17.5%)가 그 뒤를 이었다. 

순위절차(ranking procedures)에 설문 응답에서 항목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순위별로 차등적인 가중치 값을 부여하는 방법(허순영 et 

al., 2008)을 선택하여 1 순위의 응답비율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순위 

응답비율을 적절히 수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항목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4-2]와 같이 1 순위에 2 점, 2 순위에 1 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네이버(623 점), 배달의 민족 

(159 점), 카카오(141 점), 쿠팡(86 점) 순으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 소비자는 압도적으로 네이버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스마트 스토어와의 연계를 통한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타 플랫폼과 

차별화 지점이 존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가 경쟁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진입한 배달의 민족이 2 위를 차지한 

이유는 배달의 민족이 강조하는 재미 요소와 배달 맛집의 인기 

메뉴를 판매하는 차별화 지점이 2030 에게 소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이용 실태 조사(2022)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티몬 순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미루어보면 본 연구에서는 2030 과 식품군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기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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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라이브커머스 주 이용 플랫폼 

플랫폼 
1순위 2순위 가중치합 

n(%) n(%) 점 

네이버 쇼핑 라이브 274(67.7%) 75(18.5%) 623 

배달의 민족  

쇼핑 라이브 
44(10.9%) 71(17.5%) 159 

카카오 쇼핑 라이브 30(7.4%) 81(20%) 141 

쿠팡 라이브 24(5.9%) 38(9.4%) 86 

11번가 라이브 11 7(1.7%) 32(7.9%) 46 

보고 11(2.7%) 9(2.2%) 31 

티몬 티비온 6(1.5%) 11(2.7%) 23 

그립 6(1.5%) 8(2%) 20 

씨제이 온스타일 

라이브쇼 
0(0%) 18(4.4%) 18 

신세계 쓱 라이브 2(0.5%) 10(2.5%) 14 

기타 1(0.2%) 2(0.5%) 4 

소스 0(0%) 2(0.5%) 2 

없음 0(0%) 48(11.9%) 48 

전체 405(100%) 405(100%) 1215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멀티호밍(multi-homing)이라 일컫는데, 

본 연구에서는 2 순위에 ‘없음’ 선지를 추가하여, 오직 하나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여러 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두 개 이상의 라이브커머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88.15%로 나타났다. 즉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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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기 보다는 원하는 상품, 시간, 가격에 따라 소비자를 

충족시켜줄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 이용 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먼저 라이브커머스 이용 빈도는 ‘한 달에 1-2 번(38.0%)’, ‘일주일에 

1-2 번(31.1%)’, ‘3 개월에 1-2 번(13.3%)’, ‘일주일에 3 번 

이상(10.1%)’, ‘3 개월에 1 번 미만(7.4%)’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 

달에 1-2 번 또는 일주일에 1-2 번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69.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라이브커머스 일별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에 30 분 

미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총 324 명으로 전체의 80% 

비중을 나타냈다. 그중 ‘5 분-30 분 미만’이 51.9%, ‘5 분 미만’이 

28.1%로 평균 방송 시간이 1 시간 정도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소비자는 하루에 오래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에 유입이 된 이후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앱 이용 중 우연히 관심 있는 상품을 발견(4.09)’, 

‘진행 중인 방송에서 우연히 관심 있는 상품을 발견(3.78)’, ‘상품 알림 

받기 설정(3.69)’, ‘지인 상품 추천(3.19)’, ‘홍보용 알림(2.99)’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관심이 있던 상품을 

우연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추후 방송에 대한 알림 받기를 설정하여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에서의 참여인 팔로우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스토어 

팔로우의 경우에는 ‘1-5 개 미만(50.4%)’, ‘팔로우하지 않음(23.7%)’, 

‘5-10 개 미만(17.8%)’, ‘10 개 이상(1.7%)’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 

진행자는 ‘팔로우하지 않음(64.9%)’, ‘1-5 명 미만(27.4%)’, ‘5-10 명 

미만(5.9%)’, ‘10명 이상(1.7%)’ 순서로 확인되었다. 즉, 방송진행자를 

팔로우하는 이용자보다 스토어를 팔로우하는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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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라이브커머스 이용행동 

항목 n/Mean %/SD 

이용 

빈도 

3개월에 1번 미만 30 7.4 

3개월에 1-2번 54 13.3 

한 달에 1-2번 154 38.0 

일주일에 1-2번 126 31.1 

일주일에 3번 이상 41 10.1 

하루 

이용 

시간 

5분 미만 114 28.1 

5분-30분 미만 210 51.9 

30분 이상-1시간 미만 59 14.6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 14 3.5 

1시간 30분 이상 8 2.0 

이용 

방법 

앱 이용 중 우연히 관심 상품 발견 4.09 0.76 

진행 중인 방송에서 우연히 관심 

상품 발견 
3.78 0.94 

상품 알림 받기 설정 3.69 1.06 

지인 상품 추천 3.19 1.12 

홍보용 알림 2.99 1.20 

스토어 

팔로우 

0개 96 23.7 

1-5개 미만 204 50.4 

5-10개 미만 72 17.8 

10개 이상 33 8.1 

방송 

진행자 

팔로우 

0명 263 64.9 

1-5명 미만 111 27.4 

5-10명 미만 24 5.9 

10명 이상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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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 

 

라이브커머스 이용자의 구매 횟수는 평균적으로 6.3 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4-4]와 같이 1~6 회 구매한 소비자는 

74.57%(302 명)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 번만 

구매해본 소비자는 8.4%로 재구매한 소비자가 91.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매하는 품목은 가공식품(3.78), 화장품 및 뷰티 용품 

(2.99), 생활용품(2.96), 건강기능식품 (2.84), 신선식품 (2.57), 

의류(2.45), 패션잡화(2.37), 문화 및 레저 서비스(1.99), 

전자제품(1.96), 출산 및 육아용품(1.72) 순서로 나타났다.  

 

[표 4-4] 라이브커머스 구매행동  

항목 n/Mean %/S.D 

구매횟수 

1회 34 8.40 

2~3회 161 39.75 

4~6회 107 26.42 

7~10회 65 16.05 

11~15회 12 2.96 

16~20회 12 2.96 

21회 이상 14 3.46 

구매품목 

가공식품 3.78 0.82 

화장품 및 뷰티 용품 2.99 1.17 

생활용품 2.96 1.20 

건강기능식품 2.84 1.15 

신선식품 2.57 1.04 

의류 2.45 1.15 

패션 잡화 2.37 1.17 

문화 및 레저서비스 1.99 1.09 

전자제품 1.96 1.04 

출산 및 육아용품 1.7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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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 후 경험 

 

라이브커머스 구매 후 경험에 대해 전반적인 불만 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4-5]와 같다. ‘불필요한 방송 및 쿠폰 알림(3.96)’,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기다림(3.86)’,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품 부재(3.69)’, ‘재방송 확인 어려움(3.12)‘, ‘작은 방송 화면(3.06)’, 

‘방송 끊김과 같은 불안정한 시스템(3.01)’, ‘원활하지 않은 양방향 

소통(2.97)’, ‘복잡한 인터페이스(2.88)’, ‘스토어 및 방송진행자에 대한 

불신(2.85) ‘ , ‘방송화면과 다른 상품(2.68)’, ‘교환, 반품, 환불의 

어려움(2.67)’ 순으로 나타났다.  

앞선 이용방법 중에서도 홍보용 알림의 점수가 낮았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잦은 방송 및 쿠폰 알림이 이용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로감을 주어 불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는 한 방송에서 하나의 상품만을 

판매하기보다는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4-5] 라이브커머스 불만 사항 

항목 Mean SD 

불필요한 방송 및 쿠폰 알림 3.96 0.95 

관심 상품 설명 기다림 3.86 0.95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품 부재 3.69 0.83 

재방송 확인 어려움 3.12 0.98 

작은 방송 화면 3.06 1.03 

불안정한 시스템 (방송 끊김) 3.01 1.12 

원활하지 않은 양방향 소통 2.97 0.95 

복잡한 인터페이스 2.88 1.10 

스토어 및 방송진행자에 대한 불신 2.85 1.00 

방송화면과 다른 상품 2.68 0.90 

교환, 반품, 환불의 어려움 2.67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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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라이브커머스 인식의 전반적 수준과 인식에 따른 

이용행태 및 감정 차이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을 인지된 혜택과 위험의 측면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후 라이브커머스의 혜택과 위험의 인식 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의 이용 행태와 이용 시 감정 차이를 파악하였다.  

 

1. 라이브커머스 인식의 전반적 수준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과 인지된 위험의 전반적 수준은 아래 

[표 4-6]과 같다. 먼저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 수준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의 혜택으로 경제성(4.06)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편리성(3.76), 정보성(3.52), 상호작용성(3.28), 

오락성(3.24) 순으로 혜택을 인지하고 있었다. 경제성이 가장 

우위적인 혜택으로 나타난 결과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소비에 있어 중시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모란 & 이해수, 2021). 이는 소비자가 소비의 가장 

본질적인 차원, 즉 상품 구입 자체에 집중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변화된 사회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 생겨났지만, 경제성과 같은 소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경제성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기존 연구와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김정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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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 

변수 Mean SD 

인지된 

혜택 

경제성 4.06 0.65 

편리성 3.76 0.69 

정보성 3.52 0.71 

상호작용성 3.28 0.81 

오락성 3.24 0.88 

전체 3.57 0.57 

인지된 

위험 

충동구매 위험 3.46 0.80 

상품 성능 위험 3.39 0.75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3.18 0.88 

전체 3.34 0.62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요인은 

예상외로 라이브커머스만의 차별화된 요인이었던 오락성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플랫폼 

및 스토어는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영입하고, 예능과 게임 

등의 형태를 접목하는 등 오락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지만(김은영, 2021; 

김주리, 2021),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으로서 경험하는 바는 다른 

혜택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집중 전략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쇼핑호스트와 같은 정보원은 소비자의 이용 및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김혜영 & 

안보섭, 2018; 박준용 & 신민수, 2016; 손재영, 2020; 온가신 & 

이혜미, 2020), 이모란과 이해수(2021)의 연구와 같이 다른 혜택들과 

함께 비교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브커머스의 위험으로는 충동구매 위험(3.4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품 성능 위험(3.39), 소비자보호제도 미비(3.18)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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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라이브커머스의 

가격 할인과 시각적 자극이 개인의 구매 과정에 있어 충동구매 

위험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임을 시사한다(Huang & 

Suo, 2021). 또한 생생한 실시간영상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성능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라이브커머스 성장 속도에 비해 미비한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적었는데, 이는 실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그 위험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과 위험을 비교해보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혜택을 위험보다 조금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혜택요소가 위험요소보다 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라이브커머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인지된 위험을 적게 

인지하거나(Cox & Rich, 1964),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Donthu & Gilliland, 1996). 둘째, 라이브커머스의 높은 가격 

할인이 다른 위험 요소들에 대한 지각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Wang 

& Tsa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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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브커머스 인식에 따른 이용행태 차이 

 

본 장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이용행태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혜택과 위험의 인식 정도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1) 라이브커머스 인지된 혜택에 따른 이용행태 차이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에 대한 평균값(3.57)을 기준으로 

고혜택 인식 집단과 저혜택 인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집단이 

잘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혜택에 대한  값을 [표 4-7]에 

작성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인지된 혜택의 수준은 각각 3.88 점, 

2.96 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 간 세부적인 혜택 간의 차이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이용행태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7] 집단 간 인지된 혜택 

항목 

고혜택 인식 

n=270(66.7%) 

저혜택 인식 

n=135(33.3%) t 

Mean(SD) Mean(SD) 

경제성 4.27(0.54) 3.64(0.66) 10.14*** 

편리성 4.05(0.55) 3.17(0.52) 15.47*** 

정보성 3.83(0.58) 2.91(0.55) 15.19*** 

상호작용성 3.64(0.64) 2.45(0.75) 15.62*** 

오락성 3.61(0.62) 2.62(0.73) 13.45*** 

전체 3.88(0.38) 2.96(0.36) 23.23*** 

*p<.05, **p<.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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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혜택 인식 집단과 저혜택 인식 집단의 이용행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과 t 검정을 실시하여 [표 4-8]에 그 결과를 

작성하였다. 교차 분석 실시 결과, 셀의 빈도가 5 이하로 다른 빈도에 

비해 값이 작은 항목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 경우에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항목을 다른 항목과 합(pooling)하여 분석을 

실시한다(McDonald, 2009). 그러나 원 자료 분석과 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의 통계적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지된 혜택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유의하게 더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혜택 

인식 집단은 ‘일주일에 1 번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가 약 절반을 

차지하였고, 저혜택 인식 집단은 ‘한 달에 1-2 번’ 이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이용 시간도 인지된 혜택의 

정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존재하였다. ‘5 분 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혜택 인식 집단과 달리 고혜택 인식 집단은 

‘5 분-30 분 미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특히 30 분 이상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팔로우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고혜택 인식 집단에서 

라이브커머스 스토어 및 방송진행자를 팔로우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응답자가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토어 팔로우의 경우 두 집단 모두 ‘1-5 개 미만’ 팔로우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지만, 고혜택 인식 집단이 5 개 이상 팔로우하는 

소비자가 유의하게 많이 존재하였다. 방송진행자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 팔로우하지 않은 응답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특히 저혜택 

집단은 팔로우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8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매 횟수를 비교해보면, 고혜택 인식 집단은 

7.23 회, 저혜택 인식 집단은 4.41 회 정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혜택 인식 집단이 이용부터 구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의하게 더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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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라이브커머스 혜택인식에 따른 이용행태 차이 

항목 

고혜택 

인식 

저혜택 

인식 
𝑥!/ t 

n(%) 

Mean(SD) 

n(%) 

Mean(SD) 

이용 

빈도 

3개월에 1번 미만 15(5.6%) 15(11.1%) 

24.65*** 
3개월에 1-2번 25(9.3%) 29(21.5%) 

한 달에 1-2번 99(36.7%) 55(40.7%) 

일주일에 1번 이상 131(48.5%) 36(26.7%) 

하루 

이용 

시간 

5분 미만 53(19.6%) 61(45.2%) 

31.47*** 5분-30분 151(55.9%) 59(43.7%) 

30분 이상 66(24.4%) 15(11.1%) 

스토어 

팔로우 

0개 45(16.7%) 51(37.8%) 

28.09*** 1-5개 미만 139(51.5%) 65(41.1%) 

5개 이상 86(31.9%) 19(14.1%) 

방송 

진행자 

팔로우 

0명 154(57.0%) 109(80.7%) 

22.21*** 

1명 이상 116(43.0%) 26(19.3%) 

구매횟수 7.23(9.52) 4.41(6.60) 3.48* 

전체 270(100%) 135(100%)  

*p<.05, **p<.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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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브커머스 인지된 위험에 따른 이용행태 차이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 또한 평균값(3.34)을 기준으로 고위험 

인식 집단과 저위험 인식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4-9]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인지된 위험의 수준은 각각 3.80 점, 

2.87 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 간 세부적인 위험 간의 차이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이용행태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9] 집단별 인지된 위험 

항목 

고위험 인식 

n=207(55.1%) 

저위험 인식 

n=198(48.9%) t 

Mean(SD) Mean(SD) 

충동구매 위험 3.83(0.58) 3.07(0.81) 10.94*** 

상품 성능 위험 3.84(0.57)) 2.92(0.62) 15.40***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3.72(0.63) 2.62(0.74) 16.20*** 

전체 3.80(0.37) 2.87(0.44) 22.90*** 

*p<.05, **p<.01, ***p<.000 

 

교차 분석 결과, [표 4-10]과 같이 인지된 위험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유의하게 더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인식 집단은 ‘일주일에 1 번 이상’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저위험 인식 집단은 ‘한 달에 1-

2 번’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이용 시간은 두 집단 모두 공통으로 ‘5 분-30 분 미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고혜택 인식 

집단에서 30분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가 더 많이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팔로우 행동에 대해 살펴보면 스토어의 경우 고위험 인식 

집단과 저위험 인식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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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진행자 팔로우는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 인식 집단은 팔로우하지 않은 

응답자가 140 명(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방송진행자와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이 충동구매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이모란 & 이해수, 2021; Xiang et al., 

2016; Zhu et al., 2020). 마지막으로 구매 횟수의 경우 고위험 인식 

집단은 6.96 회, 저위험 인식 집단은 5.60 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빈도가 높은 소비자가 대체로 고위험 인식 집단에 속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10] 라이브커머스 위험인식에 따른 이용행태 차이 

항목 

고위험 

인식 

저위험 

인식 x!/ t 
n(%) n(%) 

이용 

빈도 

3개월에 1번 미만 13(6.3%) 17(8.6%) 

9.45* 
3개월에 1-2번 27(13.0%) 27(13.6%) 

한 달에 1-2번 67(32.4%) 87(43.9%) 

일주일에 1번 이상 100(48.3%) 67(33.8%) 

하루 

이용 

시간 

5분 미만 45(21.7%) 69(34.8%) 

10.99** 5분-30분 111(53.6%) 99(50.0%) 

30분 이상 51(24.6%) 30(15.2%) 

스토어 

팔로우 

0개 46(22.2%) 50(25.3%) 

1.14 1-5개 미만 103(49.8%) 101(51.0%) 

5-10개 미만 58(28.0%) 47(23.7%) 

방송 

진행자 

팔로우 

0명 123(59.4%) 140(70.7%) 

5.66* 
1명 이상 84(40.6%) 58(29.3%) 

구매횟수 6.96(10.48) 5.60(6.42) 5.93* 

전체 207(51.1%) 19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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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브커머스 인식에 따른 감정 차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느끼는 

감정에 차이가 있는지 [표 4-11]과 같이 파악해보았다. 먼저 인지된 

혜택에 따라 비교한 두 집단 간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긍정적 감정 중 즐거움에 대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지된 위험에 따라 비교한 두 집단 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위험 인식 집단이 

저위험 인식 집단보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요인이 긍정적 감정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소비자는 양가적인 

감정(ambivalence)을 지닐 수 있으며, 특히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고관여(high involvement) 소비자인 경우 모든 감정적 경험(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끼기에(이진명 & 나종연, 2015), 

인지된 위험이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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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라이브커머스 인식에 따른 소비자 감정 

항목 

인지된 혜택 인지된 위험 

고혜택 인식 

(n=270) 

저혜택 인식  

(n=135) t 

고위험 인식  

(n=207) 

저위험 집단 

(n=198) t 

Mean(SD) Mean(SD) Mean(SD) Mean(SD) 

긍정적 

감정 

흥미 3.90(0.65) 3.13(0.84) 9.31*** 3.77(0.75) 3.52(0.85) 3.12** 

흥분 2.91(1.04) 2.27(0.93) 5.97*** 2.86(1.09) 2.52(0.98) 3.35** 

즐거움 3.75(0.76) 2.76(0.92) 10.77*** 3.58(0.91) 3.25(0.94) 3.55*** 

놀라움 3.17(0.90) 2.41(0.86) 8.11*** 3.06(0.98) 2.76(0.91) 3.25** 

전체 3.43(0.65) 2.64(0.70) 10.96*** 3.32(0.75) 3.01(0.74) 4.13*** 

부정적 

감정 

의심 2.95(1.07) 2.92(0.99) 0.27 3.30(1.01) 2.56(0.94) 7.63*** 

불안 2.44(1.01) 2.51(0.98) -0.71 2.77(0.99) 2.14(0.90) 6.66*** 

짜증 2.05(0.95) 2.34(1.11) -2.59 2.30(1.01) 1.99(1.00) 3.10** 

후회 2.18(0.97) 2.20(0.91) -0.22 2.37(1.00) 1.99(0.85) 4.14*** 

전체 2.40(0.83) 2.49(0.81) -1.02 2.86(1.09) 2.17(0.77)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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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 감정, 지속이용의도의 
관계 
 

본 절에서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 감정, 지속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규명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결합한 형태이며, 모델 

형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해당하고, 경로분석은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에 

해당된다(우종필, 2016). 이 중 측정모형은 구조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며, 

구조모형은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다수의 잠재변수를 이용한 

일련의 회귀방정식들로 구성된 모형이다(이훈영, 2012).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잠재변수의 구조에 대하여 지식, 경험,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수행하는 요인분석으로, 이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적 조사에 근거하여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설구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허준, 2013). 이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최적의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관련 선행연구와 SOR 모델을 토대로 

구조방정식모형을 [그림 4-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4-1] 구조방정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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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적 요인 분석 

 

1)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1]의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r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분류된다(우종필, 

2016). 

[표 4-1]과 같이 절대적합지수는 조사자가 수집한 데이터의 

공분산행렬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며, 𝑥!(CMIN), Normed 𝑥!  (CMIN/df), RMSEA, 

SRMR, GFI, AGFI 등이 있다. Normed 𝑥!  = 3.10, RMSEA=0.072, 

SRMR=0.086, GFI=0.955, AGFI=0.938로 확인되었다.  

증분적합지수는 연구모형이 null model 보다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NFI, TLI, CFI가 있다. NFI=0.917, 

TLI=0.929 CFI=0.946 로 확인되었다.  

간명적합지수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경쟁모형 중 

최고의 모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PGFI, PNFI 등이 있다. 

PGFI=0.698, PNFI=0.754 로 확인되었다. 확인 결과 모두 모형 

적합도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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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적합도 모델 

좋은 범위 

(Good Fit) 

수용 범위 

(Acceptable Fit) 

결과 

절대

적합

지수 

𝑥! 388.334 0.00≤𝑥!<2.00*DF 2.00≤𝑥!<5.00*DF 수용  

𝑥!/DF 3..10 0.00≤X^2/DF<2.00 2.00≤X^2/DF<5.00 수용 

RMSEA 0.072 0.00≤RMSEA<0.05 0.05≤RMSEA<0.10 수용 

SRMR 0.086 0.00≤SRMR<0.05 0.05≤SRMR<0.10 수용 

GFI 0.955 0.95≤NFI<1.00 0.90≤NFI<0.95 좋음 

AGFI 0.938 0.95≤NFI<1.00 0.90≤NFI<0.95 수용 

증분

적합

지수 

NFI 0.917 0.95<NFI<1.00 0.90≤NFI<0.95 수용 

TLI 0.929 0.95≤NFI<1.00 0.90≤NFI<0.95 수용 

CFI 0.946 0.95≤NFI<1.00 0.90≤NFI<0.95 수용 

간명

적합

지수 

PGFI 0.698 0.6≤PGFI 0.5≤PGFI 좋음 

PNFI 0.754 0.6≤PNFI 0.5≤PGFI 좋음 

 

모형의 적합도 확인 이후 측정모형의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 상호

작용성, 오락성, 충동구매 위험, 상품 성능 위험, 소비자 보호제도 미

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지속이용의도, 추천의도를 포함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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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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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검증 

 

구조방정식모형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구성타당성

(construct validity) 분석 과정을 실시하였다. 구성타당성은 집중타당

성, 판별타당성 등으로 분류된다(우종필, 2013). 

 

(1) 수렴타당성 검증  

 

그중 집중타당성으로도 불리는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낸다. 즉 하나

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했다면 측정 

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렴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는 크게 표준화 l[lambda] 값,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준화 l 값은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0.7 

이상인 경우 바람직하며, 최소 0.5 이상이어야 한다. 경제성(l =0.49)

을 제외한 모든 측정 변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록 경제성이 

기준치인 0.5 에 미달한 값이지만, 앞선 기술 통계분석 결과에서 인지

된 혜택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값을 지니고 있어 중요한 항목이므로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하였다.   

개념신뢰도(C.R.) 값은 구조방정식모형의 회귀계수에 관한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는 수치로 0.7 이상이어야 한다. AVE는 잠재변수의 표준

적재량(표준화계수)과 측정오차의 분산인 표준적재량(오차분산)을 이

용하여 계산하며 0.5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모형에서는 인지된 위험 이외의 모든 변수는 C . R .값 0.7 이상, 

AVE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위험은 AVE 값이 0.5 이하

이지만 C.R.값은 0.6이상이므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Fornell & Larcker, 1981). 결과는 [표 4-13]과 같다. 



 

 71 

 

[표 4-13] 구조방정식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표준화 

계수 

측정 

오차 

비표준화 

계수 
C.R. AVE 

인지된 

혜택 

경제성 0.49 - 1.00 

0.82 0.50 

편리성 0.71 0.16 1.54 

정보성 0.73 0.17 1.67 

오락성 0.78 0.25 2.19 

상호작용성 0.73 0.23 1.87 

인지된 

위험 

충동구매 위험 0.60 - 1.00 

0.64 0.38 상품 성능 위험 0.61 0.15 0.94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0.64 0.18 1.15 

긍정적 

감정 

흥미 0.72 - 1.00 

0.82 0.54 
흥분 0.65 0.10 1.15 

즐거움 0.83 0.09 1.32 

놀라움 0.73 0.10 1.18 

부정적 

감정 

의심 0.67 - 1.00 

0.84 0.58 
불안 0.90 0.09 1.25 

짜증 0.69 0.10 0.978 

후회 0.78 0.09 1.03 

지속이용의도 
지속 이용 의도 0.88 - 1.00 

0.84 0.73 
추천 의도 0.84 0.0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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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별타당성 검증 

 

구조방정식모형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두 잠재변수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의 

신뢰구간(f±2´standard error)이 1.0 을 포함하지 않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4-14]에서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에 

±2´표준오차를 계산한 결과값이 1 을 포함하지 않아 잠재변수 간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변인 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도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4-14] 구조방정식모형의 잠재변수별 판별타당성 

구분 상관관계 2 S.E. - + 

인지된 

혜택 
« 

인지된 위험 0.327 0.032 0.295 0.359 

긍정적 감정 0.831 0.048 0.783 0.879 

부정적 감정 -0.016 0.03 -0.046 0.014 

지속이용의도 0.841 0.052 0.789 0.893 

인지된 

위험 
« 

긍정적 감정 0.401 0.058 0.343 0.459 

부정적 감정 0.54 0.068 0.472 0.608 

지속이용의도 0.07 0.05 0.02 0.12 

긍정적 

감정 
« 

부정적 감정 0.23 0.056 0.174 0.286 

지속이용의도 0.758 0.082 0.676 0.84 

부정적 

감정 
« 지속이용의도 -0.167 0.064 -0.23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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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모형의 검증 

 

인지된 혜택, 인지된 위험,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지속이용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관련 지수는 [표 4-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𝑥! =417.913(p=.000), 𝑥! /df= 3.264, RMSEA=0.075, 

SRMR=0.089, GFI=0.951, AGFI=0.935, NFI=0.917, TLI=0.929, CFI= 

0.94, PGFI=0.712, PNFI=0.767 로 확인되어 모형 적합도 지준치에 

부합하였다. 

 

 [표 4-15]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지수 

적합도 모델 
좋은 범위 

(Good Fit) 

수용 범위 

(Acceptable Fit) 
결과 

절대

적합

지수 

𝑥! 417.913 0.00≤𝑥!<2.00*DF 2.00≤𝑥!<5.00*DF 수용가능 

𝑥!/df 3.264 0.00≤𝑥!/DF<2.00 2.00≤𝑥!/DF<5.00 수용가능 

RMSEA 0.075 0.00≤RMSEA<0.05 0.05≤RMSEA<0.10 수용가능 

SRMR 0.089 0.00≤SRMR<0.05 0.05≤SRMR<0.10 수용가능 

GFI 0.951 0.95≤NFI<1.00 0.90≤NFI<0.95 좋음 

AGFI 0.935 0.95≤NFI<1.00 0.90≤NFI<0.95 수용가능 

증분

적합

지수 

NFI 0.917 0.95<NFI<1.00 0.90≤NFI<0.95 수용가능 

TLI 0.929 0.95≤NFI<1.00 0.90≤NFI<0.95 수용가능 

CFI 0.94 0.95≤NFI<1.00 0.90≤NFI<0.95 수용가능 

간명

적합

지수 

PGFI 0.712 0.6≤PGFI 0.5≤PGFI 좋음 

PNFI 0.767 0.6≤PNFI 0.5≤PGFI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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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혜택, 인지된 위험,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지속이용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는 [표 4-16]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은 긍정적 감정(0.778)에 

대해서 정(+)적인 영향을, 부정적 감정(-0.217)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위험은 부정적 감정(0.759)에 

대해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긍정적 감정(0.293)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 바와 달리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긍정적 감정(0.901)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감정(-0.392)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에 인지된 혜택(0.778)이 인지된 위험(0.293)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감정에는 인지된 위험(0.759)이 인지된 혜택(-

0.217)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감정 중에는 

부정적 감정(-0.392)보다 긍정적 감정(0.901)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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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계수 
S.E Z 

비표준화 

계수 
p 

인지된 

혜택 

® 긍정적 감정 
0.778 

*** 
0.175 16.971 1.401 0.000 

® 부정적 감정 
-0.217 

* 
0.198 -2.392 -0.481 0.017 

인지된 

위험 

® 긍정적 감정 
0.293 

*** 
0.101 4.846 0.399 0.000 

® 부정적 감정 
0.759 

*** 
0.223 11.284 1.270 0.000 

긍정적 

감정 
® 

지속이용의도 

0.901 

*** 
0.077 27.765 1.054 0.000 

부정적 

감정 
® 

-0.392 

*** 
0.051 -7.44 -0.373 0.000 

p<.05*, p<.01**, p<.001*** 

 

이에 따라 [연구문제 3]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4-

17]과 같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는 다음 장의 [그림 4-3]과 같다. 

<H3-1>, <H3-2>, <H3-4>, <H3-5>, <H3-6>은 채택되었으며, <H 

3-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호의 방향이 설정했던 바와 

반대로 영향을 미치어 기각되었다. 이는 인지된 위험과 긍정적 

감정의 관계가 반드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고관여(high involvement) 

소비자인 경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적 

경험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이진명 & 나종연, 2015), 설정한 

가설과는 반대인 정적인 영향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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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가설검정 결과 요약 

가설 가설내용 
채택 

여부 

H3-1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은  

긍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2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은  

부정적 감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3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은  

긍정적 감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3-4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은  

부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5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6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지속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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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구조방정식모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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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및  제 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이용행태를 소비자 여정에 따라 단계별로 

실증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 라이브커머스에 처음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를 이용하는 방법 및 빈도와 구매 횟수 및 품목과 

구매 후 불만사항까지 살피어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의 

총체적인 경험을 파악하였다.  

또한 인지된 라이브커머스의 혜택과 위험 요인을 선행연구와 소비자 

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각각의 수준에 대해 실증하였다. 또한 혜택과 

위험이 소비자의 실제 이용행태와 감정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인식에 따라 이용행태 및 감정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 및 위험과 

긍정적 감정 및 부정적 감정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고, 각 

요인이 지속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제언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브커머스에 처음 유입된 경로는 ‘앱 이용 중 우연히 

발견(49.4%)’,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고 접함(26.4%)’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양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중 

네이버(623 점)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1,2 순위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의 민족 (159 점)과 

카카오(141 점)가 그 뒤를 이었으나 네이버와 이용 정도에서 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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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번(69.1%) 정도, 하루에 30 분 미만(80.0%) 정도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적극적인 이용 방법인 팔로우 기능은 

방송진행자보다 스토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구매는 평균적으로 6.3 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구매를 해본 

소비자는 91.6%이었다. 상품군에 따른 구매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가공식품(3.78)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화장품 및 뷰티 용품(2.9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 라이브커머스의 전반적인 이용행태의 수준은 

라이브커머스 성장세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낮아 

아직 라이브커머스는 정착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부재하였던, 배달의 민족, 카카오, 쿠팡, 그립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이용정도의 비교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도 

TV 홈쇼핑,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와 같이 다른 유사 커머스와 같이 

독과점적 시장으로 자리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구매 후 경험에 대한 불만 사항을 살펴보면, 무분별한 방송 

홍보 알림(3.96)이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관심 상품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는 것(3.86),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3.69), 방송이 종료된 이후 재방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3.12)이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만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이브커머스의 인터페이스 및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불만 사항으로 나타난 모바일 알림 기능을 통한 방송 및 

쿠폰 알림은 TV 홈쇼핑과는 다른 라이브커머스가 활용하는 소비자 

유입 전략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될 방송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함으로써 방송 시청자 수를 우선 늘리고자 하는 방식인데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홍보 알림은 피로도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소은 et al., 2015).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보 알림이 스토어, 브랜드, 방송진행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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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정적인 방송 시간과 상품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인 라이브커머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소비자가 경험하고 있는 불만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은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오락성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방송진행자 

및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예능적인 요소와 같은 쾌락적인 

혜택보다는 라이브커머스의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과 같은 실용적인 

혜택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유사 커머스인 TV 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높은 접근성이 편리함을 제공하고,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한계였던 텍스트와 사진 정보전달 방식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라이브커머스의 두드러지는 

혜택임을 할 수 있다. 반면 미디어적인 상호작용 및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라이브커머스의 소비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껑티엔 & 손상희, 2021; 이성준, 2021)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쾌락적이고 미디어적인 요소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은 충동구매 위험, 상품 성능 위험, 

소비자보호제도 미비 순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는 시간 제한 및 

수량 마감과 같은 판매촉진 전략에 방송진행자를 팔로우하거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더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친밀한 대인관계가 

계획되지 않은 충동구매를 유도한다는 선행연구(김수영, 2021; 김효정 

et al., 2021; 유현아 et al., 2020)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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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라이브커머스도 결국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전에 직접 상품을 만져볼 수 없어 상품 수령 전까지 상품 성능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커머스 보다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위험, 불만 사항 등 부정적인 요인을 탐색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은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혜택인 경제성, 편리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오락성이 소비자의 긍정적 감정을 증진하게 하고, 부정적 감정은 

완화하여 긍정적인 소비자 경험으로 이끄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위험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의 인지된 

위험인 충동구매 위험, 상품 성능 위험, 소비자보호제도 미비는 의심, 

불안, 짜증,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위험요인이 긍정적 감정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소비자는 양가적인 

감정(ambivalence)을 지닐 수 있으며, 특히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고관여소비자인 경우 모든 감정적 경험을 크게 느끼기에(이진명 & 

나종연, 2015) 인지된 위험이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식은 감정을 통해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지속이용의도에 인지된 혜택과 위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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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긍정적 감정 경험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이용의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며 인지한 혜택과 위험이 감정을 

자극하여 지속이용의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하였다. 

라이브커머스는 대면 소비와 가장 유사한 비대면 소비 플랫폼으로서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에 머물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라이브커머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하며 느낀 감정도 

의사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경험적 소비를 강조하는 

라이브커머스에서 본 연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의 영역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감정에 대해 고찰하여 인식과 감정의 관계 속에서 

지속이용의도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에 증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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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이용행태를 한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살펴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여정에 따라 단계별로 실증하여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여정이 더욱 

복잡해지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 이용행태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소비 플랫폼인 라이브커머스의 

혜택 및 위험 요인을 다방면으로 탐색하고 고찰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이전에 유사한 

커머스였던 TV 홈쇼핑, 소셜 커머스, 오픈 마켓 등의 다양한 

전자상거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라이브커머스만의 차별화된 

혜택과 위험 요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특히 

소비에 있어 미디어와 리테일의 영역과 그 경계가 희미해지며 

융합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요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소비 플랫폼만의 특징은 

무엇이며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하여 밝혀내고, 혜택 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 요인은 조절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오늘날에 더욱이 중요하다.  

셋째, 감정적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라이브커머스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면 소비에서 소비자의 감정은 점포 환경, 점원의 서비스, 

상품 등과 같이 다양한 자극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고 

소비자의 구매의도, 만족도, 지속이용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비대면 소비 방식 중 대면 

소비와 유사한 라이브커머스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해 다루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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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기존의 인식, 특성, 품질에 대해서만 다룬 연구와는 차별화된 

지점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혜택 및 위험에 대한 고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ˑ부정적 감정 혹은 더 

다양한 감정들을 모색하여 소비자 경험의 증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이용행태를 소비자 여정에 따라 유입, 이용, 구매, 

구매 후 경험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용 중 이탈한 비구매자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구매자인 

경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경험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인식과 감정의 하위차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외에도 

지속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각도로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 고관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가감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껴도 

라이브커머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에 대해 소비자의 

위험감수성향이나 혁신성 등의 사회심리적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여 

소비자행동연구에 학술적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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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라이브커머스 상품군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의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구조적인 모델을 검증하고자 

연구대상을 20 대, 30 대 여성으로 한정하고, 상품군도 가공식품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다변화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특화된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모형에 반영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가공식품은 변동성이 적은 식품군으로 이미 해당 브랜드의 

동일한 상품을 구매해본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라이브커머스만의 

쾌락적 혜택요인이 덜 소구되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품군을 반영한 연구를 실시하여 상품군 간의 비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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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모바일 환경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30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에 

정답은 없으니,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 조에 의하여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IRB No. 2204/003-016)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장지수 

문의: 02-880-5703, jisujang199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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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 응답자 사전 설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SQ2. 귀하의 연령(만 나이)은 어떻게 되십니까? 

* 다음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란?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로, 모바일 

환경(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플랫폼입니다. (예: 네이버 쇼핑 라이브, 카카오 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네이버 쇼핑 라이브 화면 캡쳐본i>.     <쿠팡 라이브 화면 캡쳐본ii> 

* 다음은 가공식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 가공식품이란? 

식품의 원료인 농·수·축산물 등을 가열·발효 등의 요리단계를 거쳐 먹기 편하며, 저장이 

쉽도록 가공한 모든 식품입니다. (예: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밀키트, 냉동식품, 

과자, 빵 등)iii 

 

       

    

  

즉석조리식품iv 즉석섭취식품v 밀키트vi 냉동식품vii 

① 여성 ② 남성 ➞ 설문종료 

① 만 19세 ~ 만 29세 ② 만 30세 ~ 만 39세  ③ 
만 40세 이상 

➞ 설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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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3. 귀하께서는 최근 1년이내에 라이브커머스에서 가공식품을 구매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밀키트, 냉동식품, 과자, 

빵 등)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종료 

    

Part 1. 라이브커머스 이용 행동 

다음은 평소 귀하의 전반적인 라이브커머스 이용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1-1. 현재 귀하께서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라이브커머스는 무엇입니까? 

 

1-2. 현재 귀하께서 그다음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라이브커머스는 

무엇입니까? -> 없음 추가 

 

2. 귀하께서는 라이브커머스를 처음에 어떠한 계기로 방문하셨습니까?  

①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고를 접해서  

② 앱 이용 중 우연히 발견해서 

③ 기존에 팔로우했던 스토어에서 알림을 받아서 

④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⑤ 기타 (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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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라이브커머스 스토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 라이브커머스 스토어란?  

라이브커머스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 사업자, 해외 

사업자를 뜻합니다. (예: 이마트몰, CJ 제일제당, 매일유업 등) 

 

3. 귀하께서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스토어를 얼마나 많이 팔로우하십니까?  

① 팔로우하지 않음 

② 1개~5개 미만 

③ 5개~10개 미만 

④ 10개 이상 

* 다음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진행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진행자란?  

라이브커머스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쇼호스트나 연예인을 

일컫습니다.(예: 유상무, 리코, 미미언니 등) 

 

4. 귀하께서는 라이브커머스에서 방송진행자(연예인, 쇼호스트 등)를 얼마나 

많이 팔로우하십니까?  

① 팔로우하지 않음 

② 1개 이상~5개 미만 

③ 5개이상~10개 미만 

④ 1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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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문항      

1 

앱 이용 중 우연히 관심 있는 상품을 발견하면 이용한다. 

(예: 네이버 이용 중 우연히 네이버쇼핑라이브에 있는 

상품을 발견)  

① ② ③ ④ ⑤ 

2 
기존에 팔로우했던 스토어 및 방송진행자로부터  

홍보용 알림을 받으면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진행 중인 방송을 살펴보다가  

관심 있는 상품이 있으면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관심 있는 상품이 있을 때 알림 받기를 설정해서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 지인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 받으면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6. 귀하께서는 라이브커머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① 3개월에 1번 미만 

② 3개월에 1~2번 

③ 한달에 1~2번 

④ 일주일에 1~2번 

⑤ 일주일에 3번 이상 

 

7 귀하께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① 5분 미만 

② 5분~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 

⑤ 1시간 30분 이상 

 

8.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라이브커머스에서 몇 번 구매 해보셨습니까? 

________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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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께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구매하실 때, 아래 각각의 품목을 얼마나 

구매하십니까? (①전혀 구매하지 않는다 ~ ⑤매우 자주 구매한다) 

# 문항      

1 신선식품 (야채, 과일 등) ① ② ③ ④ ⑤ 

2 가공식품 (즉석조리 식품, 밀키트 등)  ① ② ③ ④ ⑤ 

3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유산균 등) ① ② ③ ④ ⑤ 

4 의류  ① ② ③ ④ ⑤ 

5 패션 잡화 (가방, 신발, 액세서리) ① ② ③ ④ ⑤ 

6 화장품 및 뷰티 용품  ① ② ③ ④ ⑤ 

7 생활용품 (마스크, 주방, 세탁 용품 등) ① ② ③ ④ ⑤ 

8 전자상품 (노트북, 청소기 등) ① ② ③ ④ ⑤ 

9 출산 및 육아용품 (아기옷, 장난감 등)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 및 레저서비스 (미술관 티켓, 콘서트 티켓)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라이브커머스 이용 중 경험할 수 있는 불만 사항 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문항      

1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품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불필요하게 방송 및 쿠폰 알림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3 방송 화면이 작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보기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방송 끊김 등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오래 

기다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양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스토어 및 방송진행자를 신뢰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상품이 방송 화면에서 본 것과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10 
방송을 다시 보고자 했을 때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상품 구매 후 교환, 반품, 환불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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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혜택 

다음은 귀하께서 라이브커머스 이용 중 인식한 혜택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라이브커머스로 “가공식품”을 구매했을 당시를 떠올리시며, 

다음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문항      

1 라이브커머스는 가격 할인이 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라이브커머스는 쿠폰을 제공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라이브커머스는 포인트 적립을 제공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라이브커머스는 사은품을 제공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라이브커머스는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라이브커머스는 현재 인기있는 상품을 찾아보기 편리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라이브커머스는 방송 알림을 설정하기 편리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라이브커머스의 주문 및 결제 방법이 편리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라이브커머스는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0 
라이브커머스는 유용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좋다.  

(예: 식품 레시피)  
① ② ③ ④ ⑤ 

11 라이브커머스는 원하는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2 
라이브커머스는 영상을 통해 실물에 가까운 상품 정보를 제공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3 라이브커머스의 방송 콘텐츠가 재미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4 라이브커머스의 이벤트가 재미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5 라이브커머스의 방송진행자가 재미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6 
라이브커머스의 먹방 및 쿡방 장면이 재미있어서 좋다.  

(예: 직접 먹고 요리하는 장면) 
① ② ③ ④ ⑤ 

17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진행자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8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진행자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 라이브커머스는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 라이브커머스는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21 라이브커머스는 다른 이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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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라이브커머스 이용 중 인식한 위험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라이브커머스로 “가공식품”을 구매했을 당시를 떠올리시며, 

다음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문항      

1 
라이브커머스는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닌데도 구매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라이브커머스는 제한된 상품 수량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라이브커머스는 제한된 방송 시간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구매를 할 수 있어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라이브커머스 화면에서 보여주는 상품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라이브커머스는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상품의 양이 

적을 수 있어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라이브커머스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라이브커머스는 직접 먹어보지 못하므로 맛이 없을 수 

있어서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미비한 정책적인 지원이 걱정된다. 

(예: 소비자보호)  
① ② ③ ④ ⑤ 

9 
라이브커머스에서 스토어와 방송진행자에 대한 부족한 

관리·감독 책임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Part3.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인지된 위험 



 

 94 

 다음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동안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라이브커머스로 “가공식품”을 구매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시며, 당시 느꼈던 감정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나는 ____________. 

# 문항      

1 흥미를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 흥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4 놀라웠다  ① ② ③ ④ ⑤ 

5 의심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불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짜증이 났다 ① ② ③ ④ ⑤ 

8 후회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Part 5. 라이브커머스 지속이용의도  

다음은 향후 라이브커머스 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주십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문항      

1 라이브커머스를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횟수를 늘릴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라이브커머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라이브커머스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가 무엇인지 소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 이용을 권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의 혜택을 소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인에게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해보라고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4.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감정 



 

 95 

DQ.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D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세 

DQ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경영/관리직 ⑥ 사무직 

⑦ 판매/서비스직 ⑧ 노동직/생산직   

 

DQ4.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수도권 (서울, 경기도) 

② 광역시 및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세종) 

③ 시 단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중소도시) 

④ 군 단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군) 

 

DQ5.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DQ6.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DQ7.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인 가구인 경우 

본인 한정)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DQ8. 귀하 가구의 월평균 식품 지출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인 가구인 

경우 본인 한정)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 및 

졸업 
③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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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관측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b1 b2 b3 b4 b5 r1 r2 r3 p1 p2 p3 p4 n1 n2 n3 n4 cu re 

b1 1 0.49 0.38 0.27 0.18 0.24 0.09 -0.02 0.41 0.2 0.36 0.28 -0.05 -0.17 -0.27 -0.16 0.44 0.36 

b2 0.49 1 0.6 0.5 0.5 0.17 0.14 0.11 0.48 0.27 0.45 0.36 0.03 -0.05 -0.13 -0.04 0.56 0.5 

b3 0.38 0.6 1 0.53 0.6 0.16 -0.01 0.05 0.43 0.33 0.49 0.42 -0.08 -0.04 -0.09 0 0.56 0.55 

b4 0.27 0.5 0.53 1 0.68 0.25 0.11 0.17 0.53 0.44 0.62 0.53 0.11 0.1 0 0.12 0.48 0.5 

b5 0.18 0.5 0.6 0.68 1 0.25 0.1 0.23 0.47 0.34 0.53 0.45 0.1 0.11 0.01 0.1 0.46 0.54 

r1 0.24 0.17 0.16 0.25 0.25 1 0.34 0.27 0.31 0.25 0.29 0.25 0.24 0.18 0.08 0.15 0.13 0.15 

r2 0.09 0.14 -0.01 0.11 0.1 0.34 1 0.51 0.12 0.16 0.15 0.13 0.4 0.32 0.19 0.23 -0.03 0.02 

r3 -0.02 0.11 0.05 0.17 0.23 0.27 0.51 1 0.06 0.18 0.13 0.18 0.3 0.4 0.25 0.28 -0.08 0.05 

p1 0.41 0.48 0.43 0.53 0.47 0.31 0.12 0.06 1 0.43 0.62 0.44 0.08 -0.02 -0.14 0 0.58 0.52 

p2 0.2 0.27 0.33 0.44 0.34 0.25 0.16 0.18 0.43 1 0.56 0.61 0.19 0.31 0.24 0.35 0.36 0.41 

p3 0.36 0.45 0.49 0.62 0.53 0.29 0.15 0.13 0.62 0.56 1 0.57 0.12 0.1 -0.07 0.12 0.57 0.56 

p4 0.28 0.36 0.42 0.53 0.45 0.25 0.13 0.18 0.44 0.61 0.57 1 0.2 0.28 0.19 0.25 0.43 0.44 

n1 -0.05 0.03 -0.08 0.11 0.1 0.24 0.4 0.3 0.08 0.19 0.12 0.2 1 0.67 0.34 0.42 -0.17 -0.07 

n2 -0.17 -0.05 -0.04 0.1 0.11 0.18 0.32 0.4 -0.02 0.31 0.1 0.28 0.67 1 0.61 0.65 -0.19 -0.03 

n3 -0.27 -0.13 -0.09 0 0.01 0.08 0.19 0.25 -0.14 0.24 -0.07 0.19 0.34 0.61 1 0.75 -0.26 -0.12 

n4 -0.16 -0.04 0 0.12 0.1 0.15 0.23 0.28 0 0.35 0.12 0.25 0.42 0.65 0.75 1 -0.12 0.02 

cu 0.44 0.56 0.56 0.48 0.46 0.13 -0.03 -0.08 0.58 0.36 0.57 0.43 -0.17 -0.19 -0.26 -0.12 1 0.74 

re 0.36 0.5 0.55 0.5 0.54 0.15 0.02 0.05 0.52 0.41 0.56 0.44 -0.07 -0.03 -0.12 0.02 0.74 1 

 

 



 

 97 

Abstract 

Exploring Consumer Behavior and 

Continuous Intention  

in Live Streaming Commerce  
 

Jang, Jisu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ive streaming commerce is transforming the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 We analyzed consumer behavior in live streaming commerce 
with the consumer decision journey model and stimulus-organism-response 
model (SOR model). By our proposed model, our conclusion is threefold: 1) 
observing the consumer behavior of live streaming commerce, 2) identifying 
the sub-factors and levels of perceived benefits and risks of live streaming 
commerce, and 3) validat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ontinuous 
intention. 

We suggested the following findings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from 
405 female respondents aged between the 20s and 30s who have used live 
streaming commerce. 

First, we found that the consumers do not actively use live streaming 
commerce as expected in all stages: patronage, usage, purchase, and post-
purchase. Interestingly, in the post-purchase phase, we found that the biggest 
complaint is too many push notifications from sellers or broadc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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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we explored the sub-factors of perceived benefits of live 
streaming commerce: utilitarian (economic, convenient, informational) and 
hedonic(interactive and entertaining) benefits. Specifically, the level of 
perceived utilitarian benefits is higher than that of hedonic ones. Moreover, 
the perceived risks were comprised of the risk of impulsive buying, 
performance, and consumer protection. The level of impulsive buying risk 
was the highest. 

Third, we investigated that perceived benefits and risks influence 
continuous intention throug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ore 
specifically, the perceived benefits increase the positive emotion and decrease 
the negative emotion. On the other hand, the perceived risks increas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This investigation calls in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s and positive emotion. However,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nsumers who perceive the risks of live streaming commerce 
can have ambivalent emotions since they have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it.  

This paper comprehensivel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consumer 
behavior in live streaming commerce and underlying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that affect continuous intention by demonstrating how the SOR model 
applies to the new retail platform. Moreover, this study provides a consumer-
oriented perspective on the live streaming commerce industry by analyzing 
consumers’ complaints and perceived risks.  

 
Keywords: Live streaming commerce, Consumer Behavior,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Risks, Consumer Emotion, Continuous Use 
Intention 
Student Number: 2020-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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