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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when a media 
broadcaster (such as a disc jockey [DJ]) acting as an information source and the 
content they provide during live commerce streaming affect acceptance intention. Live 
commerce is increasing rapidly, offering a new fashion distribution channel by 
supplementing possible shortcomings of existing online shopping. Data was collected 
for the empirical study from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who actively accepted 
fashion technology.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Macro Process 3.5. Fir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variables for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content informativeness, trust, and acceptance intention were 
verified, and each variable was confirmed as a single factor. Bootstrap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acro Process Model 4 to reveal the effects of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and content informativeness on acceptance inten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for each path model with trust as a parameter, it was 
found that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mediating path were significant. 
This result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urces and content informa-
tiveness are partially mediated by trust. Therefore, to promote consumer behavior in 
a live commerce shopping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rust. This can be 
achieved by a media broadcaster with fashion expertise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the attractiveness of the information source and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the 
fashion information being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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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구매 채널에 구속받지 않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

는 가운데 최근 패션소비자들은 다변화된 쇼핑환경에

서 콘텐츠를 소비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정보탐색

과 구매행동을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커뮤니케이

션 매체이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지니스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으

며,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전파하는 활동으로 이

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Zhao & Kim, 2020). 최
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크게 

확산되어(Al-Debei & Al-Lozi, 2014), 제품정보나 경

험을 공유하는 방식도 직관적이고 실감나는 라이브 

영상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Choi, 2020). 라이브 커

머스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

는 모바일 쇼핑플랫폼 형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

고, 유튜브․넷플릭스․틱톡 등 영상 기반 소셜미디

어(SNS)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

과 동시에 새로운 유통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다(E. Y. 
Kim, 2021). 

2016년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태동된 라이브 

커머스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디지털 경제체제

(랜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라이브 커머스 성장

이 가속화되고 있다(Kim, 2020; Lee, 2021). 최근 라

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는 제품을 실

시간으로 설명하고 판매하던 개인 인플루언서뿐 아니

라,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중소상인과 브랜드 및 

대기업 유통채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Chung & Lee, 
2018; Kim, Lee, & Park, 2021). 일반적인 온라인 커

머스와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실감나게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판매할 수 있는 쇼핑 대안으로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지역의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다(World’s Best Lecturer, 
2021).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시청자들이 채팅창을 통

해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하면서 방송진행자와 실시간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을 진행자뿐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물어보고, 즉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통적인 e-커머스와 차별화된다(Song & Lee, 2021). 

또한 제품정보를 스트리밍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기능의 검색, 이미지 소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쇼핑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Chen & Lin, 2018).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라이브 커머스의 궁극적

인 목표는 영상시청을 통한 커머스 서비스와 콘텐츠 

이용자를 유입하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인 영상시청 

및 재방문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콘
텐츠를 소비하도록 프로모션하는 것이다. 라이브 스

트리밍 소셜커머스 환경에서 소비자 행동에 관한 기

존 선행연구들은 판매자 특성, 제품 특성, 소비자 특

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소비자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임을 규명하고 있다(Song, 2020).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그 중요도가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는 라이브 커머스 시청자들의 쇼핑 과정에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스트리밍 영상시청과 

소통에 참여를 구매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 대

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탐색함

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되고 확장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스트리밍 시청 행동을 콘텐츠 소

비 및 상품 구매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형성

되는 신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

려고 한다. 이를 위한 실증적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델

에서 주목한 라이브 커머스 특징은 광고 연구에 적용

된 이론 중 태도 형성에서의 정보원 효과와 콘텐츠의 

정보성에 의한 메시지 효과에 기반한다.
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각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잠재적 불안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구매결정을 하며,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방송을 보면서 판매자이

자 정보원인 방송진행자(broadcasting jockey: BJ)가 

시연하는 제품 정보와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받는 순환적 정보탐

색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게 되어 어

렵지 않게 쇼핑을 위한 구매결정과정을 거친다(Park 
& Kim, 2006).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한 선행연구들

은 이미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에

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정보교환과 콘텐츠의 생산은 

소비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줌으로

써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

고 있다(Childers, Lemon, & Hoy, 2019; Lou &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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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원인 인플루언서에 관한 

H. Y. Kim(2021)의 연구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제공하

는 제품 및 서비스 콘텐츠의 광고 PR 커뮤니케이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정보원 속성척

도에 따라 인플루언서 유형을 적합하고 체계적으로 

변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 행동반응의 매개역할을 기대

하는 신뢰는 브랜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

인 요인이며(Blaskston, 1992), 브랜드에 대한 신뢰 수

준이 관계 지속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브랜

드 충성도를 강화하는 주요 변인임이 선행연구를 통

해 밝혀졌다(Chaudhuri & Holbrook, 2001; Delgado- 
Ballester, Munuera-Aleman, & Yague-Guillen, 2003; 
Hiscock, 2001). 이러한 신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위험을 감소시키

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경험적 변수

로 간주된다(Shankar, Urban, & Sultan, 2002). 
뉴미디어 매체 특성인 상호작용상황에서도 관계에 

기반한 신뢰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

송진행자인 판매자가 정형화된 프로그램 방식이 아닌 

다양한 대화 기법과 제품 설명으로 실시간 쇼핑 콘텐

츠를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정보원 특성에 

의한 정보원 효과와 콘텐츠의 정보성에 의한 메시지 

효과가 채널 이용자의 반응인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칠 때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소통되는 콘텐츠 정

보에 의해 강화되는 신뢰가 구매 전환율을 상승시키

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개념적 연구모형의 검증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방식의 변화와 라이브 커머스에 대

한 인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문적 시사점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 Live� commerce� trends�and� characteristics

최근 리테일 기술혁신은 소비자가 몰입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

존의 오프라인 점포환경보다 더욱 가치 있는 체험경제

를 창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

기의 보급으로 기업은 고객의 위치에 맞는 다양한 정

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

고, 고객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이러한 실시간 정보의 흐름은 구매로 연결될 가

능성을 높이고 있다(Chi, Kang, & Choi, 2016). 라이

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실시간 영상 전송방식인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 기술을 이용하여 방송

진행자가 상품을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전자문서를 사

용하여 판매하는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e-commerce)
의 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실시간 

콘텐츠와 같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채팅 기능을 갖춘 

채널의 혼합된 형태로(Pires & Simon, 2015), 동영상

의 촬영과 동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쌍방향 커뮤니케

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Tang, Venolia, 
& Inkpen, 2016).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영상, 음악, 온라인 

쇼핑몰 멤버십 구독, 오디오 북, 웹툰 등 다양한 형태

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스트리밍 라이프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품 정보를 영상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기능의 검색, 이미지 소개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Chen & Lin, 2018). 또한 텍스

트를 기반으로 채팅 기능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 혼합되어 있어서 시청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면서 방송진행자와 실시간 의사소

통도 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을 채팅창을 통해 바로바

로 질문을 하고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라이

브 커머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로 확

장 및 변형되고 있다(Kim, 2020; Prerna, Tekchandani, 
& Kumar, 2020). 특히, 의류제품이나 화장품은 기호

와 취향에 민감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주

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제품의 감촉, 활용법 등을 알

려주는 방식이 더욱 선호될 수 있으며, 실시간 소통에 

의한 현장감은 신뢰로 이어져 라이브 커머스의 주 판

매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 전자상거래환경에서 소비자는 검색을 통해 

제품을 찾는 순차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소비방식을 

취하게 되는 데 비해, 라이브 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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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쇼트 클립을 통해 판매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온라인 구전

(e-wom)으로 제품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정보탐색과 

구매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매여정을 

따르게 된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e-커머스인 소셜

커머스와 마찬가지로 라이브 커머스는 개인적 기록의 

장소인 개인적 영역(individual)과 정보의 생산과 공유

의 대화 영역(conversation),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

지 영역(community)과 제품의 판매와 구매에 이르는 

상거래 영역(commerce) 모두를 내포하게 된다(Huang 
& Benyoucef, 2013). 

하지만 스트리밍 방송의 특성상 즉시성과 상호작

용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생산과 관계유지,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진행자가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 결정에 이르는 구매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강력

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들과의 소통과 직/간
접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때 라이브 커머스의 

판매자인 방송진행자는 대안의 비교와 평가과정에서 

시연과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면서 간접적 

경험을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구매 결정에 중요한 구

체적 제품정보를 개별화하여 제공하는 인적 정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매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서 생성되고 유통되

는 콘텐츠는 제품 및 쇼핑 혜택에 대한 정보로 방송진

행자는 판매원임과 동시에 정보원으로 쇼핑 과정에 

필요한 유용한 콘텐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

한 특성으로 라이브 커머스는 새로운 패션 유통 대안

으로 앞으로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확산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2.�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서 메시지 발신자의 매력성

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강화한다(Kang & Herr, 
2006). 고관여 쾌락적 소비재인 패션제품을 다루는 패

션판매원의 고객접점 커뮤니케이션도 소비자 의사결

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im, 2013). 판매원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은 언어

적,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판매

원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긍정적 감

정을 유도하거나, 상호신뢰 형성을 통해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한다(Kim, 2007). 패션제품의 경우에

는 패션판매원의 표정, 제스처, 목소리, 말투, 신체적 

매력성 등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커뮤니케

이션 효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Kim, 
2007). 

한편, 정보원이란 설득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를 의

미한다. 인터넷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소셜미디어 구조

의 중심에 위치하여 여러 사람을 이어주고, 소셜미디어 
전반의 정보 확산에 기여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는 과거 연예인과 유명인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 것

처럼 인터넷 환경하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

향력을 끼치고 있다. 정보전달자로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인 뷰티와 패션산업이 주된 연

구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의 영향

력은 그들의 자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자질은 광고모델과 크리

에이터의 주요 특성과 유사한 전문성, 매력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등이다(Lim & Kim, 2018; Oh & Sung, 
2018; Song & Lee, 2021).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진행자는 판매자로

서 뿐 아니라, 정보전달자로서 설득적 메시지를 전달

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특성은 라이브 커머스 쇼

핑환경에서 소비자 행동반응의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션정보원과 판매원의 

특성으로도 주목받는 전문성과 매력성을 라이브 커머

스 방송진행자의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3.�Contents� informativeness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유통 매체로서 마케팅 관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비대면 소비에서도 흥미로운 재미와 편리한 

소비 활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킨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서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방송진행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교류가 즉각적으

로 이루어지면서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나

타낸다. 스마트폰만으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쇼핑도 가능하다. 인플루언

서의 특성과 라이브 커머스의 정보성, 오락성 등의 콘

텐츠 특성이 소비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유의한 관

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힌 Zhang and Park(2018)은 콘

텐츠의 오락성보다 정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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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제품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

고 있다.
콘텐츠 정보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

서 정보성은 제품의 정보를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에게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Dufrene, 
Engelland, Lehman, and Pearson(2005)은 정보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이메일을 이용한 상업적 광고

의 특성을 분석하여 광고의 오락성과 함께 정보획득 

가능성이 기업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밝히고 있다. Gorla(2012)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광고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면 고객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광고 속성 요인과 광고 태도가 브랜드 인

지도 및 브랜드 태도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광고의 정보성이 광고 

태도와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

고 있다(Gorla, 2012; Lee & Oh, 2009). 
소비자들은 제품구매 활동을 하기 전에 제품에 대

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해당 제품이 구매 전 자신의 기

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제품구

매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Dowling, 1986). 특히,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만져보

거나 사용할 수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

기 때문에 방송콘텐츠를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

공하고, 소비자가 지각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구체적

인 정보를 시연을 통한 간접경험과 채팅창에 즉시 응

답하고 설명하면서 방송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개별

화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쇼핑에 유용하게 사용하도

록 하여 이후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Consumer� truth�

선행연구들에 의한 신뢰의 정의는 상대를 믿고 의

존하려는 정도 혹은 상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갖는 긍

정적 기대를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신뢰가 형성되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Jeong, Hur, & Choo, 2020). 상대적인 취약함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긍정적인 행동 결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신
뢰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새로운 기술수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Gefen, 2000),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이러한 신뢰의 개념은 사람과 컴퓨터와의 

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Reeves 
& Nass, 1996). 특히, 비대면 거래를 전제로 한 인터

넷 환경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용자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신뢰 확보에 대한 필

요성과 가치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Corritore, Kracher, 
& Wiedenbeck, 2003).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은 정

보원인 방송진행자가 등장하지만 비대면 거래를 전제

로 한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상대방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안

감은 필연적이며,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한 서비스와 

거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라이브 커머스 채널 수용에

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신뢰를 관계 대상의 신뢰성과 성

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형성되며, 상대에 대한 의

존도를 높이고 교환적 관계를 장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 개념화하고 있다(Doney & Cannon, 1997; Moorman, 
Desphande, & Zaltman, 1993; Morgan & Hunt, 1994).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과 소비자와의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다양

한 기업 활동에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Choi, 2012). 소비자와의 관계에 신

뢰가 형성되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더

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Jeong et al., 2020). 상대적인 취약함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긍정적인 행동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Mayer et al., 1995). 특히 온라인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는 서비스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이러한 몰입은 구매의도,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yun, 2008a). 이는 모바일 서비스 사용

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신뢰가 서비스 수용의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Wang, Lin, and Luarn 
(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비대면 거래를 

전제로 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

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신뢰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Corritore et al., 2003). 탐색비용 등이 적고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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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넓은 온라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이 성공하기 위

해서 고객의 전환 행동이 높음을 항상 인식하고, 이들

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한 이유이기

도 한다(Byun, 2008b).
영상을 통해 정보원인 방송진행자가 등장하지만 

비대면 거래를 전제로 한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안감

을 크게 지각할 수 있어서, 신뢰 확보가 라이브 커머

스 채널의 수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Mayer et al.(1995)과 Lee, Park, 
Lee, and Yu(2008)의 연구에 기반하여 라이브 커머스 

정보원 특성과 콘텐츠 특성이 라이브 커머스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5.�Acceptance� intention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충성 행동은 관여도가 상대

적으로 낮은 교환 관계와 타 브랜드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 관계 그리고 진정한 행동적 몰입 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Choi, 2012). 기존 연구에서는 타 

브랜드와 비교한 우선적 고려 또는 향후 구매 의향으

로 브랜드 충성도를 설명하고 있다(Kim, Lee, & Lee 
2005). Story and Hess(200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충성적 행동을 재구매나 잦은 구매 등 구매와 직접적

인 관계가 있는 행동과 추천 옹호 등 직접적인 구매가 

아닌 지원 행동으로 구분하면서 신뢰가 기반된 개인

화된 소비자 관계는 비구매 충성 활동에도 유의한 영

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과거의 거래에 대한 만족스러

운 기대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해당 거래를 유지하고

자 하는 상태를 관계지속의도(relationship continuance 
intention)로 정의하기도 한다(Shin, 2011). Kumar, 
Scheer, and Steenkamp(1995)는 관계지속의도를 소

비자가 해당 브랜드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거나 소

비하면서 느끼는 관계 형성 의도로 정의하였으며, 
Zeithaml, Berry, and Parasuraman(1996)은 관계지속

의도를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애착과 장기적으로 거래를 지속하고자 하는 상태로 나

누어 정의하였다. Blaskston(1992)은 신뢰가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임을 주장

하였고, 최근 연구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신뢰 수준이 

관계 지속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브랜드 충성

도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haudhuri & Holbrook, 
2001; Delgado-Ballester et al., 2003; Hiscock, 2001; 
Lee & Park, 2009; Xie & Peng, 2009; Yang, Kang, 
& Oh, 2011) .

한편, 소비자 행동의도 중 사용의도는 사용자가 지

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Mathieson, 
1991; Taylor & Todd, 1995)로 실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위의 가장 즉각적인 결정요소

가 된다. 점포나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사용의도는 재

방문의도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Argyriou(2012)
와 Koufaris(2002)는 온라인 소매 사이트를 다시 방문

하려는 의도는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는 구매 중심의 단기적 거

래 관계에서 나아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지하는 정서적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Choi,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뢰를 기

반으로 한 소비자와의 관계는 단순히 구매를 넘어 브

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에 의해 확산되고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소비자 충성행동에 대한 개념을 다면적으로 활용하여 

재구매를 통한 경제 거래적 충성행동과 구매 이외의 

사회적 충성행동을 모두 포함시키고, 신뢰를 바탕으

로 한 관계지속의도 및 재방문의도까지를 새로운 쇼

핑 대안으로 급부상한 라이브 커머스의 수용의도로 

보고자 한다. 
 

Ⅲ.�Methods

1.� Research�design�and�hypothesis� building� �

본 연구는 기존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

상화된 비대면 쇼핑상황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패션 유통채널로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쇼

핑환경에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정보원으로

서 역할을 하는 방송진행자의 특성과 생방송 중에 제

공되는 콘텐츠의 특성이 라이브 커머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신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모델의 매개변수로서 신뢰는 비대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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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거래의 불확실성과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

키며 상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교환적 관계를 장

기화시키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에서 제공

되는 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한 반복적 이용, 구매 고려 

및 구전 등에 의한 수용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S-O-R 
이론을 토대로 소비자 행동반응 플레임에 맞추어 라

이브 커머스 특징으로 정보원 특성과 콘텐츠 특성을 

선정하고, 소비자 평가에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소

비자 신뢰, 소비자 행동변수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수용의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개념적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도출

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라이브 

커머스의 정보원 특성과 수용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1-1. 라이브 커머스의 정보원 특성은 라이브 커머

스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1-2. 라이브 커머스의 정보원 특성은 라이브 커머

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신뢰는 라이브 커머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라이브 커머스의 정보원 특성은 라이브 커머

스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라이브 커머스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라이브 

커머스의 콘텐츠 정보성과 수용의도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H2-1. 라이브 커머스의 콘텐츠 정보성은 라이브 커

머스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2. 라이브 커머스의 콘텐츠 정보성은 라이브 커

머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H2-3.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신뢰는 라이브 커머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라이브 커머스의 콘텐츠 정보성은 라이브 커

머스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라이브 커머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Data� collection�&�measurement� instruments

본 조사는 2020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으로 진

행된 실증적 연구는 구매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회

상하고 설문에 응할 수 있게 라이브 커머스 상황에 대

한 쇼핑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다. 
설문에는 연구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를 측정

할 수 있는 문항들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SNS를 통한 

지속적인 패션 정보탐색 수준과 온라인을 통한 패션

제품 구매행태 및 코로나로 인한 소비행동의 변화에 

대한 설문 문항을 포함시켰다. 설문 작성 소요 시간은 

총 20분이 소요되었으며, 피험자들의 성실한 응답을 

<Fig.� 1>�Conceptu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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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하여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총 350부의 설문지 중 이중기입, 무기입 등 불성실하

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한 337부를 최종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 자료를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의 잠재

소비자가 될 수 있는 20대 여대생들의 온라인 패션 행

동 현황을 파악하였고, 개념적 연구모형에 제시한 연

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에는 라이브 커머스

를 통한 패션제품 소개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

답자 103부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개념변수들에 대한 측정항

목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4개

의 개념변수에 35개의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라이

브 커머스 방송진행자 특성에 관련된 측정항목들은 

정보원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를 위한 실증적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정보성과 관련된 측정항목들은 Zhang and 
Park(2018)의 연구를 참고로 맥락에 맞추어 활용하였

다. 라이브 커머스 쇼핑 서비스 경험을 통해 경험하는 

신뢰에 관한 문항은 소셜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추출하였고, 라이브 커머스 수

용의도는 관계지속의도 및 사용의도와 관련한 선행연

구에서 이용된 측정항목들을 참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및 기본적인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매개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Macro 
Process 3.5를 사용하였다. 

3.�Characteristics�of� respondents

본 연구의 표본은 SNS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20대이고, 패션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패션제품 구매 

관여가 높은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를 20대 여성으로 한정시켜 편의 표집으로 조

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시나리오 내용을 숙지한 후 정

보원에 대한 평가, 콘텐츠 정보에 대한 평가,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신뢰, 라이브 커머스 채널 수용

의도 순으로 설문의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시

된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

는지, 현실적인지와 나에게 일어났던 일과 유사한지

에 대한 3개 문항을 통해 시나리오 타당성 평가를 하

였고,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5점

척도 기준, mean=3.790).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의류, ACC, 

잡화를 포함한 월평균 패션제품 쇼핑에 지출하는 금

액은 10만 원 미만이 167명(49.6%), 10만 원 이상~30
만 원 미만이 146명(43.3%)으로 나타났으며,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21명(6.2%), 50만 원 이상이 4
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패션제품 쇼

핑을 위해 온라인 채널을 주 채널로 이용하고 있었으

며 그 중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이용하는 쇼핑 채널에 관한 문항에서 온라인 채

널 중 모바일이 52.36%, 오프라인 채널이 30.45%, 온
라인 채널 중 PC가 13.71%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쇼핑몰 방문 증가 정도에 대해

서 전체 응답자 중 226명인 67.062%가 그렇다고 응

답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환경변화가 오프라인 

채널이 온라인 채널로 대체 전환되는 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패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주변 친

구나 지인들과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새로

운 패션 트렌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지, 이러한 패션 

정보탐색을 위해 다양한 패션정보원을 활용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지속적 패션 정보탐색을 설문

에 포함시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속적 패션 정

보탐색에 관한 문항 평균은 3.382, Cronbach’ α 값은 

.837로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비교적 일상적인 정보탐색욕구를 

지닌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Validity�and�reliability�of�measurement�instru-

ment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별로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

여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정보

원 특성, 콘텐츠 정보성, 신뢰, 수용의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변수별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측

정항목별로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요인부하량

은 기준치인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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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6~.936사

이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어 각 척도의 신뢰

성이 검증되었다. 
정보원 특성의 경우 패션제품의 특성이 반영되어 

방송진행자의 패션 감각과 스타일리쉬함뿐 아니라, 
패션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유행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었다. 방송진행자인 BJ는 정

보원의 역할을 하고, 패션제품의 특성상 정보원의 스

타일 매력성과 패션지식의 전문성에 대한 4개 문항이 

정보원 특성 문항에 포함되었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826으로 분석되었다. 콘텐츠의 정

보성은 상품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패션전문 정보와 

개별화된 정보의 제공에 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포함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은 .901로 나타났다.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

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면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가

치에 대한 평가에 관한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뢰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36으로 분석

되었다. 수용의도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한 

반복 구매와 서비스 이용 고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게 추천하고 소개하려는 구전의도를 측정하는 4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911로 나타났

다. 이후 분석에서는 측정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통계적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

는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다. 

2.�Hypotheses� testing�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Hayes, 
2017)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 증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Baron 
and Kenny(1986)와 Sobel(1982)이 제안한 방법은 연

구모형의 측정 오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

니고 있다(Preacher & Hayes, 2004). 이에 비해 Macro 
Process 분석은 표본의 반복적인 표본추출법인 부트

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적은 표본의 자료를 분석하

는데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의 경로 모형에 대해 정교

<Table� 1>�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Mean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

Live streaming commerce BJ was stylish. .894 

3.080 77.151 .826 3.536 

Live streaming commerce BJ was specialized 
in the products it introduced. .890 

Live streaming commerce BJ provided 
professional fashion information. .879 

Live streaming commerce BJ had a fashion 
sense. .847 

<Table� 2>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Contents informativenes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Mean

Contents 
informative-

ness 

I was able to get various fashion information 
through live streaming commerce. .856 

2.623 65.780 .901 3.333 

I was able to quickly get the latest trend 
information through live streaming commerce. .835 

I was able to get the necessary product 
information through live streaming commerce. .798 

I was able to immediately get the information 
I needed through the live streaming commerce.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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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론이다(Koo, 2017).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 검증에 투입된 표본의 

크기는 103명으로 비교적 적은 표본을 사용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Process Model 4를 활용하였으며, 정보원 특성과 콘

텐츠 정보성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는 2개의 경로 모

형을 구성하였다. 

1)�Path�model�1:�The�effect�of�information�source�

characteristics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소비자 수용의도에 

대한 정보원 특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경로모

형 1을 구성하는 개별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정보원 특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B=.803(t=9.160, 
p=.000)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 H 1-1이 지지

되었다. 정보원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B= 
.273(t=2.166, p=.033)으로 나타났고, 신뢰가 수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B=.530(t=4.921, p=.000)으로 분석

되어 가설 H 1-2와 H 1-3도 지지되었다. 개별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 and 

Hayes(2004)의 제시에 따라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

정하고, 부트스트랩 샘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구간 내에서 

신뢰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 사이에 0
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

각되고, 간접효과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지지된다. 매
개경로 모형에서 간접효과 크기는 .426이었으며, 간접

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LLCI=.203~ULCI 
=.660). 이에 따라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정보

원 특성이 수용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신뢰가 매개한

다는 가설 H 1-4가 채택되었다. 
개별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와 같이 보면 정보원 

<Table� 3>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Consumer trust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Mean

Consumer 
trust 

I feel trust in the services provided by live 
streaming commerce. .958 

2.673 88.668 .936 3.243 I was able to have confidence in live streaming 
commerce overall. .940 

Transactions through live streaming commerce 
were reliable. .933 

<Table� 4>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Channel acceptance intention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ronbach’s 
α

Mean

Acceptance 
intention 

I want to purchase using the live commerce 
streaming commerce service again next time. .930 

3.169 79.233 .911 3.121 

I will actively introduce the advantages of live 
commerce streaming commerce service for 
shopping of fashion products to others.

.878 

I am willing to recommend the live streaming 
commerce service to others. .877 

I would consider using a live streaming 
commerce service when purchasing fashion 
items.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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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라이브 커머스 수용의도에 유의한 수준에서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효과의 크

기는 .273으로 신뢰를 매개한 간접경로의 영향력 크

기를 비교하면 간접경로가 .426으로 더 큰 효과를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패

션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정

보원의 역할을 하는 방송진행자가 매력적이고 전문적

으로 지각될수록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신뢰가 강해

지고, 이렇게 강화된 소비자 신뢰는 인적 정보원으로

서 비대면 쇼핑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상

쇄시켜 라이브 커머스의 수용과 확산을 촉진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원 특성에 의한 수용의도로의 경로에서 신뢰

의 매개효과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2)�Path�model�2:�The�effect�of�contents�informa-

tiveness�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소비자 수용의도에 대

한 콘텐츠 정보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경로모형 
2를 구성하는 개별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콘

텐츠 정보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B=.620(t=6.782, 
p=.000)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 H 2-1이 지지

되었고, 콘텐츠 정보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B=.640(t=7.2482.166, p=.000)으로 정적인 영향을 보

여 가설 H 2-2도 지지되었다. 신뢰가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은 B=.365(t=4.582, p=.000)로 가설 H 2-3이 

지지되었다. 개별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모형 1에서 

적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하게 Process Model 4를 적용

하여 신뢰도 구간을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샘

플 수를 5,000으로 지정하였다. 신뢰구간 내에서 신뢰

구간의 최소값(LLCI)과 최대값(ULCI) 사이에 0이 포

함되지 않아 콘텐츠 정보성이 수용의도로 가는 경로

에서 신뢰를 매개변수로 투입한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 2-4를 채택하였다. 
매개경로 모형에서 간접효과 크기는 .226이었으며 간

접경로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

<Table� 5> Significance verification results of individual paths: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urce 

Hypotheses Direct path B SE t p LLCI ULCI Results

H 1-1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 Consumer trust .803 .088 9.160 .000 .629 .977 Accept

H 1-2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 Acceptance intention .278 .129 2.166 .033 .023 .534 Accept

H 1-3 Consumer trust → Acceptance 
intention .530 .108 4.921 .000 .317 .744 Accept

<Table� 6> The result of bootstrap analysis for path model 1: Mediators as consumer truth

Path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705 .105 6.686 .000 .496 .914 

Direct effect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 
Acceptance intention .278 .129 2.166 .033 .023 .533 

Indirect effect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 
Consumer trust → Acceptance intention .426 .115 - - .203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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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 Results of mediating effect model of trust on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sour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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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LLCI=.086~ULCI 
=.381). 하지만 정보원 특성과는 다르게 콘텐츠 정보

성에 의한 수용의도로의 직접 효과는 .640으로 직접

경로의 영향이 신뢰를 매개한 간접경로의 효과 .226
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정보원 특성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콘텐츠 정보성

은 신뢰를 매개하는 간접경로도 존재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도 소비자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직접경로의 영향력이 강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즉,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콘텐츠로 제공되는 패션제품에 대한 정보와 유행정보 

그리고 상호작용성에 기반한 개별화된 패션 정보는 

콘텐츠 정보의 유용성으로 지각되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형성이 매개되지 않아도 라이

브 커머스의 수용과 확산을 촉진시키는 직접적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Ofir, Raghubir, 
Brosh, Monroe, and Heiman(2008)과 Park and Stoel 
(2002)의 연구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SNS를 통

해 증가된 제품에 대한 정보의 양은 소비자의 제품 경

험을 증가시키어 위험을 낮게 인지시키게 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콘텐츠 정보성에 의한 수용의도로의 경로에서 신

뢰의 매개효과 결과는 <Fig. 3>과 같다.

Ⅴ.� Conclusion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진된 비대면 

쇼핑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상호작용적 특성으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반응성과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

들과 개별적인 소통에 의한 개인화가 가능한 새로운 

패션 유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변화하는 디지털 패션마케팅 환경

의 이해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정보원 

특성과 콘텐츠 특성이 신뢰를 매개로 라이브 커머스

에 대한 수용의도에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

함으로써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패션 유통환경에서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

<Table� 7>�Significance verification results of individual paths: Contents informativeness

Hypotheses Direct path B SE t p LLCI ULCI Results

H 2-1 Contents informativeness → 
Consumer trust .620 .091 6.782 .000 .439 .801 Accept

H 2-2 Contents informativeness → 
Acceptance intention .640 .088 7.248 .000 .464 .815 Accept

H 2-3 Consumer trust → Acceptance 
intention .365 .080 4.582 .000 .207 .523 Accept

<Table� 8> The result of bootstrap analysis for path model 2: Mediators as truth

Path Effect SE t p LLCI ULCI

Total effect .866 .080 10.813 .000 .707 1.025 

Direct effect Contents informativeness → 
Acceptance intention .640 .088 7.248 .000 .464 .815 

Indirect effect Contents informativeness → 
Consumer trust → Acceptance intention .226 .075 - - .086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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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Results of mediating effect model of trust on 
the influence of content inform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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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2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증적 연구 결과, 라이브 커머스의 잠재소비

자인 응답자들의 지속적 패션 정보탐색 수준은 비교

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패션제품에 대한 정보

탐색과 구매와 관련된 쇼핑 활동은 단순목적성 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념적 연구

모형을 통해 정보원 특성과 콘텐츠 특성이 소비자들

의 행동반응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수용의도에 영

향을 주는 데 있어서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한 bootstrap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경로모형 1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특징 중 정보원 

특성이 소비자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

면, 직접경로뿐 아니라 신뢰를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

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2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 특징 중 

콘텐츠 정보성도 소비자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경로

에서도 직접경로뿐 아니라, 신뢰를 매개로 하는 간접

경로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소비자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주목했던 신뢰를 통한 매개효과가 두 

경로모형에서 모두 유의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유통 

포맷인 라이브 커머스 수용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신

뢰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확실성

이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위험

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

라,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신뢰가 

중요한 경험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

는 결과이기도 하다(Shankar et al., 2002). 즉,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면서 이루어지는 커머스 환경에서

는 방송진행자의 매력과 소통되는 콘텐츠의 메시지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수용과 확산에 절대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며, 이때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공존감

과 정서적 교감이 높은 사회적 교류가 쇼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시청자인 잠재적 소비자와의 신

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경로 모형의 간접효과와 직접 효과의 영향

력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간접경로와 직접경로의 영향력 차이

를 비교하면, 정보원 특성에 의한 경로모형 1에서는 

신뢰를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의 효과가 신뢰를 매개

하지 않는 직접경로보다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BJ는 시각적인 영향

력과 언어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은 패션

제품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영향력 행사자로서 신뢰

가 전제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콘텐츠 정보성에 의한 경로모형 2에서는 

신뢰를 매개하지 않는 직접경로 효과가 신뢰를 매개

로 하는 간접경로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이브 커머스 쇼핑환경에서 소비자가 콘텐츠 정보성

을 높게 지각한다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가 형성되지 않아도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행동의도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에 제품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획득하고, 채팅창을 통해 개인화된 질의

응답을 통해 바로바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방송을 진행하는 BJ 관리

와 방송 콘텐츠 기획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

하는 BJ는 판매원이자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스타일리쉬한 매력 부각

을 통해 시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전문적 지식

을 강화시켜 언어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인한 불확실성

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

를 높여 거래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

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반복적 서비스 이용과 패션

제품의 구매의도뿐 아니라, 타인 추천과 긍정적 구전

행동을 함으로써 라이브 커머스 수용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두 번째로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서 제공되

는 콘텐츠의 정보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하는 전략은 

실시간 방송이라는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다양

하고 전문적인 패션 콘텐츠 정보의 제공으로 수립될 

수 있다.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

족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여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덜

어줄 수 있다는 신뢰감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새로

운 유통 플랫폼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수용의도

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직접경로를 통해 즉각적인 소

비자 행동반응을 촉진시킴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반복

－ 566 －



Vol. 29, No. 4 최� �미� �영 97

적 이용과 같은 관계지속행동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호의적 사용 후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시간 상호작용적 특성에 

기반한 개별화된 정보제공은 정보 욕구의 충족과 동

시에 관계적 욕구의 충족도 기대할 수 있어 라이브 커

머스 쇼핑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직접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가공되고 만들어진 콘텐츠의 

전달이 아니라 구매 접점인 방송 중에 생기는 구체적

인 제품 정보와 제품과 관련된 스타일 연출 정보 및 

유행 정보제공은 지속적인 패션 정보탐색 욕구를 가

진 잠재소비자의 정보 욕구와 함께 정보탐색과 공유

를 하나의 유희적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오

락적 욕구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우선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가 디지털 혁신 성향

이 큰 20대 성인 여성을 편의적으로 표집되어 수행되

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형태의 연구로 조사대상의 기억을 돕

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지만, 회상적 자기보고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회상하는 상황과 인식 수

준을 명확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가진다. 
이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보원 특성에 전문성과 

매력성을 포함하여 한 변수로 구성하고, 콘텐츠 특성

을 정보성으로만 제한시켜 개념적 연구모형을 구성한 

점과 실험 설계상 소비자 특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진행했다는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

계를 보완하여 구매결정 기준과 마케팅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른 다양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라이브 커머스 시장 확장에 따라 

방송 주체를 세분화시켜 지속적인 연구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쇼핑과정을 세분화시

켜 쇼핑단계별 다양한 소비자 행동반응과 이에 내재

한 심리적 변수를 포함하고, 상황적 맥락과 함께 소비

자 특성 변수를 조절변수로 포함하는 확장된 연구모

형 설계와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차별화된 개념변수들

에 대한 정교한 조작화를 거친 측정변수를 도출하여 

단순한 유통채널이 아닌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성과를 규명함으로써 

라이브 커머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

립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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