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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소비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라이브커머스 이용자의 차별화된 동기를 탐색하고자 하며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와 태도와의 영향 관계에서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라이브커

머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45부의 유효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는 상호작용의 쾌락

성, 직접 검수의 대체 가능성, 커뮤니티의 필요성, 트렌드 추구성 등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용동기는 인게이지먼

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게이지먼트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인게이지먼트는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와 태도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향후 비대면소비문화에 대한 이해와 라이브커머스 산업의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라이브커머스, 동기, 인게이지먼트, 태도, 비대면 소비 문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fferentiated motivations of users of live 

commerce by focusing on the entry into untact consumption culture. In addition, we inte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and attitude of live 

commerce use. As for the research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live commerce 

users, and 245 valid samples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tivation for using live commerce was derived from four 

factors:　Enjoyment of interaction, Substitutability of personal examination, Need for community, Trend 

setting. And Engagemen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Finally, engagement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and attitude of live 

commerce use. The research results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non-face-to-face 

consumption culture and establishing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live commerce indust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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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 거

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업무환

경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로 진입하였다[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및 경제 분야는 전반적으

로 위축되고 비대면을 강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소비자

들의 보상적 소비심리와 사회적 교류 활동의 욕구를 자

극하고 있다[2]. 비대면시대의 복잡한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역설적으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한 수혜 분야도 있

는데, 그것은 바로 실시간 방송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면

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이다[3]. 

그 이유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감염

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외부

와 차단해야 하지만 재미와 편의성에 대한 욕구도 동시

에 가지고 있는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4]. 

또한 공급자의 측면에서 볼 때, 소비의 장으로서의 라이

브커머스는 상품검색과 주문 및 구매 배송 서비스까지 

가능하며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판매자와의 즉각적인 소

통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끼리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4].  

한마디로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은 기존의 e-커머스와

의 차별화되며, 소비자의 감염병으로부터의 신체적 위험

지각을 감소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교류의 욕구 

충족 및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욕구를 만족시키는 교역의 장의 역할을 수행 한다[5]. 

라이브커머스의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성

연구[6]와 측정척도 개발 연구[1]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동기가 구매행동을 결정하는 

요소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특히 라이브커머스의 핵심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의 상호작용과 고객 몰입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시간 

상호작용과 고객몰입의 개념을 포괄하는 인게이지먼트의 

영향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7].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소비문화의 새로운 국면에 초점

을 두고 라이브커머스의 이용자는 어떤 차별화된 동기를 

가지고 이용하는지 우선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동기가 

태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라이브커머스 이용자의 인게이지트가 태도와의 영향 관

계에서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를 뜻하

는 e-커머스의 합성어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는 온라

인 쇼핑을 말한다[8]. 

또한 라이브커머스는 e-커머스의 특성과 인플루언서

의 SNS 라이브 방송 서비스의 특성 등 다양한 영역의 특

성을 결합시킨 실시간 판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비대

면 시대의 소비자들은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상적 소비욕구와 외부와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

족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9]. 

구체적으로 이용-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라이브커머스

의 차별화된 특성에 초점을 맞춘 이용동기는 상호작용의 

쾌락성, 직접검수의 대체가능성, 커뮤니티의 필요성, 트

렌드 추구성으로 구분된다[10]. 

2.2 인게이지먼트 및 태도 

인게이지먼트의 개념 속에는 관계성, 상호작용, 몰입, 

행동유도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1]. 또한 인

게이지먼트는 홍보효과에 있어 매체효과의 지표로 사용

되기도 한다[12].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몰입 경

험과 사회적 현존감 등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13]. 몰

입경험은 특정 행동에 대해 재미를 느껴 계속 몰두하게 

되는 정신적인 상태를 지칭하며[14] 사회적 현존감은 미

디어를 사용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미디어를 

매개하여 이 상황이 실제라고 느끼는 경험이다[13].

태도는 특정 대상에 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선평

향이다[15].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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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라이브머커스 이용자의 동기가 인게이지먼

트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2 연구가설 설정

신현철·변숙은(2016)[16]의 연구는 특정 온라인 플랫

폼 이용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인게이지먼트 수준

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동기는 인게이지먼트를 설명하

기 위한 선행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김진희·박규은(2016)[17], 김민지(2019)[18] 등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와 태도는 유의

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를 설정하였다. 홍현호(2015)[19]의 연구는 광고 콘텐

츠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이 태도와의 영향관계에

서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라이브커머

스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용자의 동기는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이자 인게이

지먼트와 태도의 선행변수이다. 또한 미디어 인게이지먼

트는 태도의 선행변수라는 점에서 라이브커머스 인게이

지먼트는 동기와 태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것이라고 추

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는 인게이지먼트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게이지먼트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인게이지먼트는 동기와 

태도의 영향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

년 9월 8일~10월 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45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SPSS 24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라이브커머

스 이용동기, 인게이지먼트, 태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

증을 위하여 탐색적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가설 1, 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가설 3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 인게이지먼트, 태도 등 각 요

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Table 1.],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는 

상호작용의 쾌락성, 직접 검수의 대체 가능성, 커뮤니티

의 필요성, 트렌드 추구성 등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인게이지먼트는 사회적현 존감, 몰입경험 등 2개 요인, 

태도는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다. KMO값은 기준값 0.5

이상, Bartlett검정 결과 유의미한 결과 값을 도출되어 

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각 요인의 Cronbach’a 계

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Cronbach’a

Enjoyment of 
interaction

(E.I.)

1 .797

3.571 17.854 .870

2 .783

3 .741

4 .711

5 .706

Substitutability of 

personal 
examination

(S.P.E.)

1 .792

3.458 17.288 .869

2 .770

3 .759

4 .733

5 .683

Need for 

community
(N.C.)

1 .867

3.252 16.258 .844

2 .731

3 .724

4 .620

5 .594

Trend setting

(T.S.)

1 .690

2.754 13.771 .802

2 .683

3 .679

4 .677

5 .665

KMO=.83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3037.172(df=190, 

p<.001)

Flow experience

(F.E.)

1 .836

1.750 29.172 .7712 .825

3 .735

Social presence
(S.P.)

1 .852

2.067 34.457 .6062 .693

3 .622

KMO=.77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356.070(df=190, 
p<.001)

Attitude
(A.T.)

1 .823

4.486 64.084 .905

2 .821

3 .810

4 .807

5 .798

6 .785

7 .758

KMO=.89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1020.296(df=190, 

p<.001)

Table 1. EFA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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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가설 검증 결과

4.2.1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와 인게이지먼트의 영향 

     관계 검증 

연구 가설 1：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가 인게이지먼

트에 대한 영향 여부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다음Table 2과 

같다. 첫째, [가설 1-1]의 경우 직접검수의 대체가능성의 

t값은 2.039(β=.155, p=.049), 트렌드추구성의 t값은 

2.530(β=.202, p=.012)로 몰입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1-2]의 경우 직접

검수의 대체가능성의 t값은 7.517(β=.380, p=.000), 트

렌드추구성의 t값은 4.606(β=.244, p=.000)로 사회적현

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B S.E. β t p VIF

(constant) 2.225 .161 　 13.832 .000

E.I. .053 .057 .076 .943 .347 1.919

S.P.E. .082 .040 .155 2.039 .043 1.700

N.C. .037 .043 .066 .864 .388 1.726

T.S. .134 .053 .202 2.530 .012 1.865

R²=.172, adjR²=.159, F=12.649, Durbin-Watson=2.095,  

Dependent Variable: Flow experience

(constant) .043 .175 　 .243 .808

E.I. .297 .062 .259 4.822 .000 1.919

S.P.E. .331 .044 .380 7.517 .000 1.700

N.C. .067 .047 .073 1.426 .155 1.726

T.S. .266 .058 .244 4.606 .000 1.865

R²=.634, adj R²=.628, F=105.337, Durbin-Watson=2.077, Dependent 

Variable: Social presence

Table 2. Analysis result of hypothesis 1

4.2.2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와 태도의 

     영향관계 검증 

연구 가설 2: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인게이지먼트가 

태도에 대한 영향 여부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다음 Table 

3과 같다. 첫째, [가설 2-1]의 경우 몰입경험의 t값은 

7.919(β=.451, p=.000)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2]의 경우 사회적현

존감의 t값은 19.904(β=.785, p=.000)로 태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B S.E. β t p VIF

(constant) 1.164 .293 　 3.972 .000

F.E. .700 .088 .451 7.919 000 1.636

S.P. .744 .037 .785 19.904 000 1.725

R²=.203, adjR²=.200, F=62.715, Durbin-Watson=2.054,  
Dependent Variable: Attitude

Table 3. Analysis result of hypothesis 2

4.2.3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 가설 3：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와 태도의 관계

에서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다음 

Table 4, 5와 같다. 첫째, [가설 3-1]의 경우 직접검수의 

대체가능성 및 트렌드 추구성과 태도의 관계에서 몰입경

험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3-2]의 경우 상호작용의 쾌락성, 직접검수의 대체가능성, 

트렌드추구성과 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현존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p

l1 F.E.

E.I. .053 .057 .943 .347

S.P.E. .082 .040 2.039 .043

N.C. .037 .043 .864 .388

T.S. .134 .053 2.530 .012

2 A.T.
S.P.E. .560 .039 14.516 .000

T.S. .760 .045 17.059 .000

3 A.T.

S.P.E .490 .039 12.540 .000

F.E. .382 .074 5.186 .000

sobel test: z value=1.905, p<.01

T.S. .681 .046 14.773 .000

F.E. .320 .069 4.615 .000

sobel test: z value=2.220, p<.05

Table 4. Analysis result of hypothesis 3-1

Mod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p

1 S.E.

E.I. .297 .062 4.822 .000

S.P.E. .331 .044 7.517 .000

N.C. .067 .047 1.426 .155

T.S. .266 .058 4.606 .000

2 A.T.

E.I. .680 .054 12.575 .000

S.P.E. .560 .039 14.516 .000

T.S. .760 .045 17.059 .000

3 A.T.

E.I. .211 .055 3.810 .000

S.P. .624 .048 12.938 .000

sobel test: z value=4.495, p<.01

S.P.E. .210 .044 4.833 .000

S.P. .575 .050 11.503 .000

sobel test: z value=6.295, p<.001

T.S. .403 .047 8.514 .000

S.P. .503 .043 11.605 .000

sobel test: z value=4.270, p<.001

Table 5. Analysis result of hypothesi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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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이용동기가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고, 동시에 인게이지먼트의 매개효과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라이브커머스 및 방송

플랫폼 산업에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할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비대면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배경 

아래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의 동

기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

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의 동기는 다양하지만 판매자와의 소통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대면시대의 

특성이 반영되어 ‘직접검수의 대체가능성’과 ‘트렌드 추

구성’이 인게이지 먼트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태도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라이브커머스는 현재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

한 대체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변화한 소비문화에 따른 

트렌드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

자 심리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셋째, 라이브커머스 이

용자의 태도는 몰입경험과 사회적현존감을 통하여 이루

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태도가 긍적적인 방향을 

전환될수 있도록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함에도 불구하

고 한계점 있는데 중국인을 조사대상으로 함으로써 타 

국가의 라이브커머스 산업에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H. J. Lee & S. Y. Hong.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the Motivation of Using 

Live Commer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Non-Face-to-Face Consumption Culture.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64(0), 215-226.

DOI: 10.18555/kicpd.2021.64.20

[2] R. N. Ou. (2020). Alive: Live commerce. eBest 

Investment & Securities Research Center, 13-22.

[3] M. Sjöblom & J. Hamari. (2017). Why do people watch 

others play video games? An empirical study on the 

motivations of Twitch us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 985–996.

DOI: 10.1016/j.chb.2016.10.019

[4] H. Y. Jang, & S. Y. Chung. (2014). The interactions 

among social commerce properties, satisfaction, and 

reuse intention according to the consumer propensity 

and attitude. The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16(4), 167–192. 

[5] S. J. Kim & C. M. Heo. (2021). Effects of Live 

Commerce and Show Host Attributes on Purchase 

Intention: Includ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ontent 

Flow.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3), 177-191.

DOI: 10.16972/apjbve.16.3.202106.177

[6] J. C. Wen. (2020).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Purchase 

of Live Streaming Commerce of Chinese Consumers.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7] S. H. Hyun. (2021). Live commerce's standard of 

money. Seoul : Business Books.

[8] S. H. Park & S. Y. Lee & S. H. Park. (2020). Hedonic 

Motivation on Intention of Shopping in Mobile 

Shopping Channel.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3(1), 55-81.

DOI: 10.21331/JPRAPR.2020.13.1.002

[9] M. K. Choi. (2021). Study on Brand Experience Design 

of Live Commerce Platform : Focusing on grip, Naver 

Shopping Live, and Kakao Shopping Live.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0] J. Cai & D. Y. Wohn. (2019). Live streaming 

commerce: 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to 

understanding Consumers’ motivations. Proceedings 

of the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548-2557.

DOI: 10.24251/hicss.2019.307

[11] A. Wang. (2006). Advertising engagement: A driver of 

message involvement on message effect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46(4), 355-368.

DOI: 10.2501/S0021849906060429

[12] S. S. Oh.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Broadcast 

Advertising Sales Method Based on Program 

Engagement on Brand Add Power of Terrestrial 

Advertising. Seoul: Korea Broadcasting Corporation 

Advertising Research Institute.

[13] Y. H. Jang & S. Y. Lee & P. Li & K. Y. Lee & S. B. 

Yang. (2021). A study on user engagement based on 

affordance theory: Focusing on China's Live 

Streaming Shopping platform. 2021 Korean 

Management Information Society Spring Integrated 

Academic Conference, 304-309.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409

[14] H. Jang & S. Y. Han. (2010). Reconstructing the 

Function of Flow: Moderat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 on Relationship between Flow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Society 

and Personality, 24(4), 43–62. 

DOI: 10.21193/kjspp.2010.24.4.003

[15] M. Fishbein &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226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6] H. C. Shin & S. K. Byun. (2016). The Role of Customer 

Engagement in Facebook Brand Communities. Korean 

Management Review, 45(2), 659.

DOI: 10.17287/kmr.2016.45.2.659

[17] J. H. Kim & K. E. Park. & Y. J. Jeon (2016). The Effect 

of the Brand App Location Based Service on Engagement, 

Attitude and Intentions: Focused on Food and Beverage 

Brand Apps. The E-Business Studies, 17(4), 251.

DOI: 10.20462/tebs.2016.08.17.4.251

[18] M. J. Kim. (2019). The Effect of Native Advertising on 

Social Media Engagement and Motivation.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19] H. H. Hong (2015). The Influence of Contents-Induced 

consumers' emotion on Contents Engagement and 

Advertising Effect : Mediation effects of Contents 

Engagement and Moderating roles of Intrusiveness.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엄 문 연(Wen-Yan Yan)    [정회원]

․ 2015년 8월 : 경희대학교 컨벤션전시

경영학과(관광학석사)

․ 2019년 2월 : 경희대학교 컨벤션전시

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영

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소비자행동, 국제마케팅

․ E-Mail : my97@honam.ac.kr

곡 옥 빙(Yu-Bing Qu)    [정회원]

․ 2022년 2월 : 호남대학교 대학원 경영

학과(경영학석사)

․ 2022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대학

원 경영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마케팅, 소비자 혁신 

․ E-Mail : bingbing0901@naver.com

윤 영 혜(Yeong-Hye Yoon)    [정회원]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

무학과 국제회의전공(문학석사)

․ 2016년 8월 : 경희대학교 컨벤션전시

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MICE, 인적자원개발, 지속

가능MICE, 마케팅 

․ E-Mail : yhyoon@dongd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