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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시적인 감염병으로 끝날 줄 알았던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행동 양식에 많은 변화

가 있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쇼핑을 하

는 것보다 COIVD-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온라인 쇼

핑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20년
도에 최초로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 소비를 넘어섰

라이브 커머스 특성이 실재감을 매개로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성과 스트리머 속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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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live commerce characteristics on consumption behavior mediated by 

presence. As contactless shopping has become the new normal, live commerce is emerging as an innovative 
communication service between consumers and sellers. We examine the role of interaction and streamers' at-
tributes on sharing and purchase intention by mediating social presence and telepresence. A web-based ex-
periment was conducted to test our hypotheses. The data of 267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1.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reamer-Consumer inter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presence and telepresence. By contrast, the Consumer-Consumer interac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so-
cial presence and telepresence. We further found that streamer trustworthi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so-
cial presence and telepresence, while streamer attractiveness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telepresence. Thus, 
social presence and telepresence positively influenced sharing and purchase intention. Overall, these findings
illustrate that the Streamer-Consumer interaction and streamer trustworthiness are vital characteristics that 
lead to higher levels of presence using live commerce. Several academic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sug-
gested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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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e, 2020). 온라인 쇼핑과 같은 언택트 소비행동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는 

중이다. 언택트 소비행동이 촉진된 배경에는 5G 기술

이 있다. 5G 기술의 대중화는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끊김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언제 어디서든 쾌적한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기술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커머스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것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전통적인 온라인 커머스와는 차

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방송

을 진행하는 스트리머가 직접 제품을 착용하거나 시

연하는 형태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ong & Im, 
2020).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스트리

머에게 추가적인 정보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다른 소

비자들과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교환이 실시간

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별화된 장점 때문에 라이

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 전용 

플랫폼으로는 2020년도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최

초로 등장하였으며, 이후에 G마켓, 11번가와 같은 기

존의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자사의 플랫폼에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본격적으

로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Jung, 2020; Nam, 2020).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패션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

다. 일반적인 제품군과 달리 패션 제품은 착장된 모습

과 함께 사이즈, 소재, 컬러 등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정

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패션 브랜드는 일반적

으로 많은 수의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

들을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지 어려움을 겪

는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

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션 제품을 실시

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착용

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온라인 패션 플

랫폼 무신사는 라이브 커머스로 1시간 동안 3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메종키츠네 또한 4억 5천만 원

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H. S. Lee, 2021; W. H. Lee, 
2021). 
초창기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

로 플랫폼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후 소비자 관점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이용동기 및 서비

스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Cai & Wohn, 2019; 

Sun et al., 2019; Xu et al., 2020). 이처럼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지닌 특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나 서비스 특성과 소비행동을 매개하는 소비

자들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 하는 실재감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소비자가 기

술을 매개로 체험하는 경험에 대한 지각으로(Biocca & 
Levy, 1995; Short et al., 1976) 실제 접촉이 불가능한 가

상공간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경험으로 정

의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VR, AR과 같은 가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특성과 소비자들의 

행동을 매개하는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상환경에서 자극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실재감, 원격 실재감

을 지각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이 실재감 형성에 주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ho & Lim, 2019; 
Holland et al., 2013). 라이브 커머스 또한 채팅창을 통

해 스트리머 및 소비자들과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실재감을 지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성이 라이브 커머스의 대표적인 서비스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소비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스트리머와의 상

호작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지 않는다(Kim et al., 
2021; Kim & Heo, 2021).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 커머

스 이용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실재감 형성 과정을 보

다 면 하게 살펴보기 위해 스트리머와 상호작용과 

스트리머 간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실재감 지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상호작용성 그 자체에 실재감을 

지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리머의 신뢰성과 매력성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규명하여,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Chen et al., 2017; 
Xu et al., 2020) 그러나 스트리머는 라이브 커머스 공

간을 주도하는 사람이므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스트리머의 특

성이 실재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특성

이 실재감을 매개하는 구매행동을 실증적으로 규명하

기 위해 S-O-R 이론을 사용하였다. 라이브 커머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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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특성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성과 스트리머 특성을 

자극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자극요인

이 소비자들의 내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실재감을 매

개하여 정보 공유와 제품 구매와 같은 소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라이브 커머스 이용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실재감 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서비스 요인들

을 파악함으로써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라이

브 커머스 맥락에서 소비자들의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

는 자극요인들의 역할을 규명하고 실재감을 매개로 소

비행동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

임에 따라 VR, AR 영역에서만 주로 사용하였던 실재감 

개념을 라이브 커머스에 확장 적용 가능성을 밝혔다는

데 학술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배경

1. S-O-R 모델(Stimulus-Organism-Response Mo-
del) 

S-O-R 모델은 환경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제안된 것이

다. 특정 환경에서 전달되는 자극은 소비자들의 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내적 상태에서의 경험이 소비

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Mehrabian & 
Russell, 1974). 자극(Stimulus)-유기체(Organism)-반응

(Response) 모델에서 자극은 외부환경에서 발생되는 

것으로(Belk, 1975),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유기체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지각되

는 내적상태로 감정, 사고 활동, 지각된 가치, 실재감과 

같은 인지적 경험들이 포함된다(Russell & Mehrabian, 
1978; Turley & Milliman, 2000; Ying et al., 2022). 마지

막으로 반응은 소비자들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개
인의 행동은 내적 상태의 경험에 따라 행동양식이 바

뀐다고 주장한다(Belk, 1975). 따라서 S-O-R 모델은 

외부자극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S-O-R 모델을 오프라인 점포에서 소비자

들의 소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면, 현
재는 증강현실과 같은 몰입형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점포에도 확대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점포

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정보의 품질, 판매자의 매력성, 
정보의 시각성, 상호작용성이 자극요인으로 소비자들

의 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un 
et al., 2019; Xu et al., 2020). 온라인 점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의 자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라이브 커머스 맥락에서 살펴보면, 
상호작용 서비스, 정보를 전달하는 스트리머의 특성

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자극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서비스 요

인들이 소비자들의 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내적 

상태와 관련된 변수로는 실재감이 있다. 원격의 가상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마치 오프라인 점포를 이

용하는 것과 같은 실재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요 변

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또한 온라인과 

같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

비자들은 실재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실재감에 

대한 경험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외부자극요인으로 상호작용성과 스트리

머 속성, 개인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 유기체 변수로는 

실재감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 서

비스 상황에서 행동변수로는 정보 공유의도와 제품 

구매의도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 이

용상황에서 자극, 유기체,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비행

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라이브 커머스 특성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과 

커머스가 결합된 합성어이다(Sun et al., 2019). 라이브 

커머스는 스트리머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 콘텐츠

를 진행하며, 제품의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진다(Tang 
et al., 2016).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는 모바일과 같은 

IT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

다. 라이브 커머스가 기존의 온라인 커머스와 차별점

을 가지는 구조적 서비스 특징은 상호작용성과 스트

리머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온라인 커머스가 

기업이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제품을 판매하는 스트리머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채팅창을 통해 실

시간으로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는 특징

이 있다(Wongkitrungrueng & Assaru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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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 간의 의견교

환 활동 및 의사소통 과정으로 정의된다(Steuer, 1992). 
과거에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커뮤니케이

션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호작용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
ice)에서도 댓글, 좋아요 클릭과 같은 행동을 통해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실시간 온라인 방송에서도 채

팅창을 통해 스트리머와 소비자, 소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Cho & Lim, 2019; Lee, 2016; 
Song & Kim, 2020). 이처럼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이 가

능한 상호작용 서비스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

한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라이브 커머스 또한 스트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

호작용,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스트리머는 방송을 통해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며,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나 요청 사항을 채팅

창을 통해 스트리머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스트리머

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Seong and Lee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높

은 상호작용은 소비자들의 설득지식을 감소시켜 광고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n and Park(2016)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방송을 몰입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감

정, 태도, 실재감 형성, 방송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Ban & Park, 2016; Kim & Choi, 2018).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스트리머와 소비자, 소비

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주요한 서비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원격의 가상공간에서 진

행되는 방송에 대한 원격 실재감과 타인과 같은 공간

에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실재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스트리머의 신뢰성과 매력성

과거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다수의 소비자들

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

는 사람들을 의견선도자로 불렀다(Rogers, 2010). 의
견선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소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다

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마

케팅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Burt, 1999). 과거 의

견선도자는 잡지나 TV와 같은 한정적인 공간에서 영

향력을 행사하였지만, 현재는 IT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 공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견선도자가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는 스트리머 

또는 BJ가 등장하였으며,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 영
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가 나타났다(Haenlein et 
al., 2020). 온라인 생태계 환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 영역에 진출하여 제

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 역할을 하

고 있다. 아프리카 TV,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 영역에 진출하여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쇼호스트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Choi, 2021; Kim & 
Heo, 2021; Wen & Lee, 2020)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

폼에서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판매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브 커

머스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스트리머로 명

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Kelman(1961)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소

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동일하더라도 그 정보를 

누가 전달하였는지에 따라 그 메시지에 대한 수용의

도 및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정보 전달자의 

특성이 메시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도 정보 전달자의 신뢰성과 매력성에 따라 메시지 내

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관

찰되었다(Kim & An, 2018). 먼저 신뢰는 상대방이 나

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정의된다(Mayer et al., 1995). 신뢰가 높은 사람이 전달

하는 메시지는 소비자들이 내면화 과정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Ahn & Choo, 2016). 
내면화란 신뢰가 높은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사실인 것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신념 체계 속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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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신뢰는 판매원과 소비자의 거래관계 상황에서 메

시지 수용 및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ong, 
2008). 정보 전달자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보 수용의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Ahn & Choo, 2016; Yu & Kim, 2012).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가 높으면 소비자들은 좋은 의

도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인지하여, 수용의도가 높아

지기 때문이다(Yu & Kim, 2012). 더 나아가서 신뢰는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에도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Yang & Kim, 2016). 신뢰성은 소비자

와의 관계몰입, 친 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Agyei et al., 2020; Tabrani 
et al., 2018). 이를 바탕으로 정보원의 신뢰성은 소비자

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리머의 또 다른 속성으로는 매력성이 있다. 매

력성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 또는 타

인을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로 정의

된다(McCroskey & McCain, 1974). 정보 전달자의 매

력성 또한 소비자들의 메시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Ji and Kim(2021)의 

연구에서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Choo(2019)에 의하면 인플루언서의 매력적인 이

미지가 제품뿐만 아니라 팬쉽과 같은 소비자들의 심

리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루

언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메시지가 더욱 효과

적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ion et al. 
(1972)의 연구에서도 매력적인 정보원이 전달하는 메

시지는 수용자의 신념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가 매

력적일수록 그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처럼 되고 싶

은 욕구가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Kelman, 1961). 
Trivedi(2018)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

루언서의 영향력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인플루언서가 메시지를 전달

하면 소비자들은 그 메시지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정보 전달자의 매력성은 소비자들의 메시

지 수용의도를 일체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Ahn 

& Choo, 2016). 여기서 일체화란 정보를 전달하는 사

람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소비자가 비슷한 신념과 태

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매력성은 메시지 

수용과 관계지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 Na and Kim(2003)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적인 광고

모델에 대해 소비자들은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매

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매

력성은 수용자들의 메시지 몰입을 유도할 뿐만 아니

라 메시지 수용의도, 관계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실재감

실재감이란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소비자가 기술

을 매개로 체험하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된다(Biocca & Levy, 1995; Short et al., 1976). 실
재감은 라이브 커머스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콘텐

츠를 즐기거나 온라인 쇼핑을 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Gao & Li, 2019). 
Ou et al.(2014)은 실재감에 대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즉각성과 친 감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으로 

온라인 커머스 환경에 맞게 재정의하였다. 쇼핑상황

에서의 실재감은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며, 
실제 오프라인 쇼핑환경과의 유사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Li et al., 2003; Mollen & Wilson, 2010). 
라이브 커머스 또한 스트리머가 오프라인 쇼핑환경과 

유사하게 온라인 공간에서 쇼핑환경을 구축하여, 서
비스가 진행되는데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

정에서 실재감을 지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온라인 미디어를 매개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지각

되는 실재감은 원격 실재감과 사회적 실재감으로 나

누어져 연구되고 있으므로(Gefen & Straub, 2004; Ou 
et al., 2014; Steuer, 1992) 이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사회적 실재감

미디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타인과 실제 대면 커

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사회적 실

재감이라고 한다(Lu et al., 2016; Rice, 1993). Mason 
(1994)은 사회적 실재감을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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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에 있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이러한 사회적 실재감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가상세

계를 체험할 때도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Heeter 
(1992)는 개인이 가상세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매체 

이용자들의 존재를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사회적 실

재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감이란 

가상의 공간에서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며, 실질적

으로 그들과 사회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실재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타

인의 존재를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 음성

과 같은 언어적 정보,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들이 

사회적 단서로 작용하여 사회적 실재감 형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hort et al., 1976). 
또한 Lee and Park(2014)은 한 개인이 실제 일상생활에

서 겪는 사회적 경험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의 사회적 경험과 유사할수록 사회적 실재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실제 사회 경험과 유사

할수록, 타인을 지각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을수록 사회

적 실재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실제 오프라인 쇼핑상황에서는 매장 내에 다른 소

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도 채팅창을 

통해 방송에 참여한 다른 소비자들의 존재를 지각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이 일어난

다는 것은 타인을 인지할 수 있는 주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Cho and Lim(2019)의 연구에서도 사

회적 실재감은 타인과의 상호과정 중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스트리머와 상호작용, 소비

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실재

감을 지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실재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직접성(immediacy)에도 영향을 받는다(Argyle & Dean 
1965; Wiener & Mehrabian, 1968). 직접성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수신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Wiener & Mehrabian, 1968) 수신자는 정보 전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직접성을 판단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Walther, 1992). 정보 전달자와의 친

성, 신뢰성, 관계의 형식 등이 심리적 거리감을 판단하

는 비언어적 단서들이 되는 것이다. Tu and McIsaac 
(2002)은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들이 사회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면 하게 살펴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높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사회적 실재감을 쉽게 형성하

는 것을 관찰하였다. 한편 매력성 또한 사회적 실재감

을 지각할 수 있는 주요사회적 단서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Mathis(1992)의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매력을 지

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사회적 실재감을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아바

타가 사람과 유사하게 생길수록 사회적 실재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로봇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소

비자들이 로봇이 매력적일수록 사회적 실재감이 높아

지는 것을 발견하였다(Holzwarth et al., 2006; van Doorn 
et al., 2017). 이처럼 실제 사람뿐만 아니라 가상의 대

상에 대해서도 매력성을 지각하면 사회적 실재감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라이브 커머스 맥

락에서 살펴보면 스트리머의 주요 특성인 신뢰성과 

매력성은 소비자들이 사회적 실재감을 지각할 수 있

는 주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원격 실재감 

원격 실재감은 실제 물리적 환경이 아닌 통신 매체

와 같은 원격환경을 매개하는 경험을 의미한다(Steuer, 
1992). 원격 실재감을 구성하는 환경은 시간적, 공간

적으로 실제 환경과 분리되는 상황이며, 다양한 유형

의 미디어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Kim 
and Biocca(1997)에 따르면 사람들은 텔레비전 시청 

중에도 원격 실재감을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청

자는 TV쇼를 시청할 때, 마치 그 TV쇼에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원격 실재감은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때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이

용하는 과정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Shih(1998)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온라인 매장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서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또

한 원격 실재감을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호작용성은 사회적 실재감뿐만 아니라 원격 실

재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다. Holland et 
al.(2013)은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음악 시스템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음악 시스템 중 어떠한 시스템이 소비

자들 원격 실재감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상호작

용이 가능한 음악 시스템 내에서 원격 실재감을 상대

적으로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ore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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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높은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과의 상호작용 외에도 플랫

폼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격 실재감이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Ban 
and Park(2016)은 아프리카 TV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일어날수록 아프리카 TV에 몰입하는 것이 관찰되

었다. 즉, 가상공간에 대한 원격 실재감 형성에는 상호

작용성이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는 채팅창을 통해 스

트리머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간의 상호

작용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즉각

적인 상호작용은 소비자의 원격 실재감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격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

로는 매체환경에서의 선명도가 있다. 매체환경에서 

선명도는 매체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상공간에 대한 

정보, 매체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의 총합

으로 결정된다(Steuer, 1992). 매체환경에서의 선명도

는 정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과 정보의 양이 원격 실재감 형

성에 영향을 미친다(Fortin & Dholakia, 2005).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이 소비자들의 

감각을 자극하여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정보, 음성적인 정보를 지각

함으로써 원격 실재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Kim & 
Biocca, 1997). 한 예로 Gao and Li(2019)는 온라인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충분한 양의 정보와 정확한 정

보는 원격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정보 수준은 신뢰성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원격 실재감 형성에 중요하다(An et al., 2021; 
Miller, 1996). 가상의 매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소비

자들은 제공받은 정보가 신뢰성 있다고 판단하면 원

격 실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

다(An et al., 2021). 따라서 원격 실재감은 소비자들의 

지각하는 정보의 양과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라이브 커머스 맥락에서 살펴보면 정보에 

대한 수용의도는 정보의 양에 해당하며, 스트리머의 

신뢰성 같은 특성은 정보의 수준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스트리머가 전달하는 정보

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원격 실재감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격 실재감은 정서적인 

자극과 시각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Lee, 2007; Steuer, 1992). Gao and Li(2019)는 다양한 

서비스 특성과 원격 실재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한 요소로 매력성이 높

은 판매자가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더 높은 원격 실

재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2003)은 매

력성, 색상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와 원격 실재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정보들은 원격 

실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kadberg and Kimmel(2004)도 원격 실재감을 형성하

는 주요 변인 중 하나가 매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브라우징 행동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매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원격 실

재감을 지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teuer(1992)
는 사진과 같은 2차원적인 자극물보다는 움직이는 사

람과 같은 3차원적인 자극물에 대해 더 높은 원격 실재

감을 지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라이브 커머스 맥

락에서 적용해본다면 스트리머의 매력성 또한 원격 

실재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정보 공유의도 및 구매의도

정보 공유란 자신이 얻은 정보 또는 경험을 타인과 

나누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Chow & Chan, 2008). 정
보 공유행동에는 제품과 관련된 경험, 서비스 경험, 제
품과 관련된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과 정보들이 

포함된다(Kang, 2013, Kim & Kyung, 2018). 이러한 공

유행동은 기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친구가 공유하였

을 때,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Lee & Jung, 2013). 시대의 흐름에 맞춰 라이브 커머스 

또한 자신이 시청하고 있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지인들

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외

에도 공유하고자 하는 행동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 공유와 구매의도와 같은 구매행동들은 실재

감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실

재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간의 심

리적으로 연결을 형성하며,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타인에 대한 친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

문에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Mun & Lee, 2009). Gefen and Straub(200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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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지각

한 소비자들은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Gefen & Straub, 2003). 또한 Bae and Park(2017)은 소

셜미디어 플랫폼과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실재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회

적 실재감은 브랜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재감과 공유의도와 관련

된 연구에서 사회적 실재감은 공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Cha & Jin, 2014).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꼈

던 긍정적인 태도를 타인과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ao et al.(2018)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원

격 실재감은 소비자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

였다. 편안한 감정은 소비자들이 구매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원격 실재감을 높

게 지각하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Lyu, 2021). 따라서 구매와 관련

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자신감이 높아지

며 이는 결과적으로 구매의도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원격 실재감을 통해 정

보를 얻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Draper et al., 1999). 이처럼 라이브 커머스 이용

상황에서 원격 실재감과 관련된 유용한 경험을 타인

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가설및연구모형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특성 중 상호작용

성과 스트리머 특성이 실질적으로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과 실재감과 관련된 소비자의 경험이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재감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긍정

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진다. 사회적 실재감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의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시킬 수 있으며, 원격 실재감은 

소비자들이 가상환경에 몰입하여 마치 실제 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

험들은 쇼핑환경에서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정보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

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Consumer-
Consumer

Trust

Social presence

Telepresence

Sharing 
intention

Streamer-
Consumer

Attractive

Purchase 
intention

Interaction

Streamer 
Attribute

Live commerce attribute Consumer psychological state Behavior intention
(Stimulus) (Organism) (Reaction)

H5-1

H6-2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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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 스트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스트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원격 실

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실재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원격 실재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스트리머의 신뢰성은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스트리머의 신뢰성은 원격 실재감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4-1. 스트리머의 매력성은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스트리머의 매력성은 원격 실재감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1. 사회적 실재감은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5-2. 사회적 실재감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6-1. 원격 실재감은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원격 실재감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및절차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라이브 커머스 이용

경험

본 조사는 국내의 온라인 리서치 전문 기관에 의뢰

하여, 라이브 커머스 이용경험이 있는 20~50대 남녀 

소비자 2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서 어떠한 작위가 개입하지 않는 단순무작위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

는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라이브 커

머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정확

하게 이해한 소비자들과 실질적으로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참여

자들은 자신들이 주로 시청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을 떠올리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2021년 1월 2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67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남성은 124명, 여성은 143명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다. 전체 설문참여자 중에 ‘20대’는 24%, ‘30대’는 

29%, ‘40대’는 22%, ‘50대’는 23%의 비중을 차지하였

다. 설문참여자 중 라이브 커머스 경험과 관련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전체 설문참여자 중 라이브 커머스 시

청 횟수가 ‘1~2회’인 참여자는 100명, ‘3~4회’ 69명, 
‘5~6회’ 30명, ‘7회 이상’은 6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개받은 제품을 구매한 경험

은 ‘전혀 없다’ 122명, ‘1~2회’ 113명, ‘3~4회’ 18명, ‘5
회 이상’은 14명으로 나타났다.

2. 설문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

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은 Kim 
and An(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4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소비자-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 문항은 

3문항으로 Wen and Lee(2020)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

정하였다. 스트리머 속성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신뢰

성과 매력성이 있었다. 신뢰성과 관련된 문항은 3문항

으로 Wongkitrungrueng and Assarut(2020)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매력성과 관련된 문항은 Ha and Lam 
(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3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재

감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사회적 실재감과 원격 실재

감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실재감 및 원격 실재감은 Ou 
et al.(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각 4문항, 3문항을 사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행동과 관련된 문항으로

는 공유의도와 구매의도가 있었다. 공유의도와 관련

된 문항 Galbreth et al.(2012)과 Godey et al.(2016)의 연

구를 참조하여 3문항을 사용하였다. 구매의도와 관련

된 문항은 3문항으로 Chen et al.(2017)의 연구를 참조

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AMOS 21.0 통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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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구성개념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본 연구에 사용된 변

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978, GFI= 
.978, RMSEA=.046, RMR=.059, NFI=.942, χ 2=341(df 
= 218, p<.001)로 나타나 분석에 타당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 문항의 요인적재량 값

이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고, 개념신뢰도(CR) 값이 모

두 .700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700 이상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이 관찰되어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그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기 위해, 집중타

당도와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집중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하여 표준 요인부하량과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값을 확인하였으며,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변수들 간의 AVE값과 상관관계의 제곱값을 

비교하였다. 모든 변수의 AVE값이 상관관계의 제곱

값보다 높게 나타나 변수들 간의 판별타당도가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2. 연구가설 검정

구조방정식 모형의 가설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

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CFI=.978, GFI=.902, RMSEA=.045, 
RMR=.052, NFI=.940,  χ 2=346(df=224, p<.001)으로 나

타나 분석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모형의 경로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에 따른 가설에 대한 검

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스트리머와 소비자

들 간 상호작용은 사회적 실재감과 원격 실재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1(β=.274, 
p<.01)과 가설 1-2(β=.294, p<.01)는 지지되었다. 이는 

스트리머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소비자

들은 채팅창을 통해 스트리머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

서 소비자들은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과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실재감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β= 
.055, p=.557)은 기각되었다. 라이브 커머스 채팅에 참

여한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라이브 커머스 사회

적 실재감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원격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
(β=‒.043, p=.573)가 기각되었다. 이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참여한 소비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원격 실재감을 형성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리머 속성 중 신뢰성은 사회적 실재감과 원격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β=.528, p<.001)과 가설 3-2(β=.332, p<.001)는 지

지되었다. 이는 신뢰 있는 스트리머가 진행하는 라이

브 커머스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원격 실재감

과 사회적 실재감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

력성은 사회적 실재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β=.095, p=.576)은 기각되

었으며, 원격 실재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4-2(β=.304, p<.05)가 지지되었다. 이
는 소비자들이 매력적인 스트리머가 진행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지만, 타인과 같은 공

간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사회적 실재감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실재감과 소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분석결과, 사회적 실재감은 공유의도와 구매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1(β
=.308, p<.001)과 가설 5-2(β=.414, p<.001)는 지지되

었다. 즉,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사회적 실재감을 

지각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해당 방

송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유하려는 공유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격 실재감 또한 

공유의도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6-1(β=.456, p<.001)과 가설 6-2(β=.260, 
p<.01)도 모두 지지되었다. 이를 통하여 원격 실재감

을 지각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이 제품을 구매하려는 행동을 보이며, 또한 이 방송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매개모형 검증

가설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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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SCD

The streamer answers questions from other consumers. .829 -

.908 .768 .909The streamer actively accommodates my requirements. .896 17.973***

The streamer actively accommodates the needs of other 
consumers. .903 18.163***

CCD

Ask questions about the product, and other consumers will 
respond. .854 -

.898 .747 .899Exchange opinions about product with other consumers 
through chatting windows. .890 18.522***

Chat windows allow other consumers to provide addi-
tional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849 17.320***

Trust

The live commerce and streamers I use are opinions based 
on facts. .887 -

.902 .756 .903The live commerce streamer I used doesn't exaggerate the 
product. .853 18.749***

The live commerce streamer I used gives me a sense of 
trust. .867 19.622***

Attract

The live commerce streamers I've watched are professio-
nal. .744 -

.833 .624 .832The live commerce streamers I watched have a good re-
putation. .829 12.891***

The live commerce streamers who I watched is attractive. .794 12.41***

Social

I felt the warmth of people while using live commerce. .904 -

.916 .784 .916
I could feel the sensitivity of people while using live com-
merce. .907 22.377***

I felt like I was having a human interaction while using live 
commerce. .844 19.529***

Tele

I watch live commerce in my room, but it feels like I'm 
actually shopping. .798 -

.899 .758 .903The live commerce space created by the streamer makes 
me feel as if I have actually visited the store. .923 17.554***

In live commerce, it feels like I'm actually seeing the pro-
duct in the store rather than seeing the product online. .886 16.813***

SI

I am willing to introduce live commerce to other consu-
mers. .947 -

.921 .816 .929I am willing to introduce live commerce to my friends or 
acquaintances. .963 31.712***

I imagined introducing live commerce to my friends. .789 18.705***

PI

I am willing to purchase products through live commerce. .856 -

.935 .830 .936I imagined buying products through live commerce. .936 21.885***

I imagined buying a product featured in live commerce. .938 21.902***

***p<.001
SCD: Streamer to consumer interaction, CCD: Consumer to consumer interaction, Social: Social presence, Tele: Telepresence, SI: 
Sharing intention, PI: Purchase intention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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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개 모형에서 상호작용성 및 스트리머 속성이 공

유의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부분매개 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

였다. 구조방정식 적합도 지수는 CFI=.978, GFI=.905, 
RMSEA=.046, RMR=.045, NFI=.941, χ 2=337(df=216, 
p<.00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스트리머와 소비자 간 

상호작용성과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공

유의도(SCD: β=.006, p=.951, CD: β=.042, p=.629)와 구

매의도(SCD: β=‒.151, p=.181; CCD: β=.057, p=.553)
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신뢰성과 매력성 또한 구매의도(Trust: β=‒.001, 
p=.994; Attract: β=.149, p=.405)와 공유의도(Trust: β
=.090, p=.421; Attract: β=.123, p=.445)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VI.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심으로 커머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Live commerce attribute Consumer psychological state Behavior intention

Consumer-
Consumer

Trust

Social presence

Telepresence

Sharing 
intention

Streamer-
Consumer

Attractive

Purchase 
intention

Interaction

Streamer 
Attribute

.308***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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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SCD CCD Attract Trust Social Tele SI PI AVE
SCD 1.000 .768
CCD .326 1.000 .747

Attract .298 .310 1.000 .624
Trust .328 .163 .611 1.000 .756
Social .293 .156 .265 .369 1.000 .784
Tele .292 .127 .319 .378 .576 1.000 .758
SI .147 .098 .218 .234 .362 .330 1.000 .816
PI .082 .082 .123 .140 .314 .259 .417 1.000 .830

SCD: Streamer to consumer interaction, CCD: Consumer to consumer interaction, Social: Social presence, Tele: Telepresence, SI: 
Sharing intention, PI: Purchase intention

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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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의 구조적 틀로 

S-O-R 모델을 활용하였다. 라이브 커머스 특성으로 

상호작용성과 스트리머 속성을 매개로 소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라이브 커

머스 서비스에 따른 소비행동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

하고자 하였다. 20~50대까지 다양한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원격 실재감과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디오 방송에

서 방송을 진행하는 캐스터와 청취자들 간의 상호작

용이 청취자들의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Jung, 2010). 라이브 커

머스 서비스 상황에서 스트리머는 방송을 통해 소비

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

에서 소비자들은 스트리머를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식

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성은 원격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

호작용의 속도와 상호작용의 결과가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 방향으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원격 실재감이 

증가한다(Shneiderman et al., 2016). 일반적으로 라이

브 커머스에서 스트리머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실시간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의

견이 반영되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리머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원격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

호작용이 원격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Fiore et al., 2005). 
그러나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원격 실재감과 사

회적 실재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라이브 커머스 공간을 방송

을 진행하는 스트리머가 창조하는 주도적인 공간으로 

의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비

자들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그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

리머를 주목하며, 스트리머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실재감,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

다. Cho and Lim(2019)은 소비자들의 인터넷 방송 이

용동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소비자들은 

스트리머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선행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은 유희성을 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와 

참여자들과 관련된 연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품 

정보 제공을 통한 판매가 주된 목적인 라이브 커머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ypothesis Path way Standardized path coefficent t

H1-1 SCD → Social .274 2.536**

H1-2 SCD → Tele .294 3.223**

H2-1 CCD → Social .055 .587

H2-2 CCD → Tele ‒.043 ‒.563

H3-1 Trust → Social .528 4.594***

H3-2 Trust → Tele .332 3.471***

H4-1 Attract → Social .095 .560

H4-2 Attract → Tele .304 2.137*

H5-1 Social → SI .308 3.669***

H5-2 Social → PI .414 4.479***

H6-1 Tele → SI .456 4.475***

H6-2 Tele → PI .260 2.374**

*p<.05, **p<.01, ***p<.001
SCD: Streamer to consumer interaction, CCD: Consumer to consumer interaction, Social: Social presence, Tele: Telepresence, SI: 
Sharing intention, PI: Purchase intention

Table 3. Path validation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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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속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판
매원 신뢰성은 사회적 실재감과 원격 실재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 커머스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채팅창을 통해 새

로운 소비자를 만나는 낯선 사회적 공간이다. 소비자

들은 낯선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뢰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사회적 실재감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상황에

서 타인과 한공간에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라이브 커머스 이용상황에서 신뢰 있는 

스트리머를 우선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이 중

요하다. 소비자들은 신뢰성 있는 사람이 전달하는 메

시지를 내면화 과정을 통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Ahn & Choo, 2016). 내면화는 사실적인 정보를 주

관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유도하는 태도 및 행동에 대하여 순응하게 

된다(Goldsmith et al., 2000). 이는 신뢰가 있는 스트리

머가 전달하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그 공간을 

구성하는 정보들이 내면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신뢰성 있는 스트

리머가 전달하는 정보를 적극 수용하게 되며, 마치 실

재 라이브 커머스 공간에 자신이 있다고 느끼는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은 사

회적 실재감과 원격 실재감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라이브 커머스 실재감 형성에 스트리머의 속성

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머 매력성은 원격 실재감에는 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사회적 실재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

람의 매력성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Kim and Jeon(2009)의 연

구에서 소비자들은 매력성이 높은 모델에게 오히려 

심리적 거리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하게 Lee et al.(2011)의 연

구에서도 쇼핑몰의 피팅모델이 매력적일수록 소비자

들은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 이용상황에서도 소비자들

은 매력적인 스트리머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껴 

사회적 실재감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
면에 매력성은 원격 실재감 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의 매력성은 소비자가 

정보원과 비슷한 신념, 태도,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일

체화 과정을 통해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

를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Ahn & Choo, 2016). 
즉, 스트리머가 기획하고 있는 방송공간, 방송콘텐츠

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를 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원격 실재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스트리머 속성과 스트

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성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실재감 형성을 유도하고, 결과적

으로 실재감을 매개하여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스

트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확

장시켜 원격 실재감 형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상호작용성을 스트리머

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

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Kim & Heo, 2021), 본 

연구는 스트리머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소비자

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가지

의 상호작용이 소비자들의 실재감과 같은 심리적 상

태에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소비자들이 VR, AR과 같은 기술 중심적인 가상의 

공간을 체험할 때만 실재감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이용상황에서도 지각되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스트리머

와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 스트리머의 속성이 실재

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에 소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실재감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브 커머

스 서비스의 핵심은 그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성장

하는 유통 기업들은 유명 스트리머를 자사 플랫폼과 

파트너쉽을 체결하거나, 자체적으로 전문 라이브 커

머스 스트리머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원격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은 구매의도 및 

공유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의 경우 스트리머를 매개하는 실재감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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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스트리머의 영향력에 의해 지각되는 실재감

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플랫폼 자체에 투자를 하기보

다는 스트리머가 진행하는 방송콘텐츠에 지원이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패션 제

품을 판매하는데 최적화된 플랫폼일 수도 있다는 점

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의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

인 점포의 경우 정보를 단편적으로 전달한다. 소비자

들은 온라인 점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정보를 기반

으로 자신이 제품을 착용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

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라이브 커머

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재감을 지각한다. 이는 자

신이 제품을 착의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유용하게 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플랫

폼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

계점을 지닌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공하는 결제 편

의성, 시청 편의성, 이용 편의성과 같은 플랫폼에 제공

하는 서비스 특성을 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

구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실증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교신저자가 제공 가능함.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6. 저자의 기여

KYK는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원고 작성을 

주로 담당하였고, WBK는 원고 작성을 주로 담당하였

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권기용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김우빈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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