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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time two-way communic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broadcasters in the Live Commerce environment. To clarify, the relati

onship of the factors, and the effect of Live Commerce’s on consumer purchase intention wer

e examined. In addition, the role of Wanghong, who broadcasts Live Commerce and Co-expe

rience that occurs between consumer and broadcasters influences consumer purchase intentio

n. An online survey method was conducted for 403 subjects in their 20s that were Live Com

merce users in Shanghai, Beijing, and Guangzhou, China. The number of final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was 274 and anla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6.0 program and a Sobel 

test was employ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ata, it was found that Live Commerce’s char

acteristics consisted of interactivity, security, and Wanghong’s characteristics consisted of hone

sty, originality, and expertise. Also, it revealed that Co-experience was consisted of  responsiv

eness and vividness. Second, for Live Commerce’s characteristics, the Wanghong’s characteristi

cs, and Co-exper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Third, the 

Wanghong’s characteristics and vividness, a factor of Co-experience,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ve Commerce’s characteristics and the consumers’ purch

ase intention. Finally, responsiveness of Co-experience had a noteworth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activity of Live Commerce’s characteristics and the consumer

s’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t role of Live Commerce’s characteris

tics, the Wanghong’s characteristics and Co-experience in relation to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In addition, the Wanghong’s characteristics and Co-experience were proposed as a 

significant mediat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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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사용의 대중화(Si

lver, 2019)로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

ervice)와 미디어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
고 빠르게 습득하면서 소비형태가 변하기 시작
했다. 간편결제방식 사용으로 상품구매과정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치기반서비
스로 배송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
자들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
통을 기대하게 되었다. 급격히 발전하는 IT 기
술과 소비자들의 변화로 인해 패션기업 및 패
션 브랜드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방식에
서 벗어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소비
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
하면서 더 새롭고 효율적인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시장 환경의 변화는 온라인 
상품구매에 대한 높은 잠재력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발전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키고 있
다. 

  한편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해 소비자의 외출 횟수가 줄어들면서 오프라인
에서의 상품구매 빈도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비대면 온라인 구매, 즉 언택트(untact)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되고 있다. 직접 상품을 
접할 수 없는 COVID-19 환경에서 양방향적인 
SNS 기반 유통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패션 소
비자들에게 실시간 제품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
해주고 시청자, 즉 소비자의 니즈에 즉각적으
로 반응해주는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

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Sun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유통의 새로운 형태인 라이브 커머스, 특히 중
국 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는 2015년 이후 대중화
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도 큰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IiMedia researc

h, 2020; Thomala, 2020). 중국 내 라이브 커
머스의 발전 배경에는 왕홍(Wanghong)이 큰 
역할을 했다. 왕홍은 중국의 인플루언서(influe

ncer)를 일컫는 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과 개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의 생방송으로 
상품을 홍보하며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왕홍
은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인기도 즉 팬쉽(fansh

ip)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최근 ‘왕
홍경제’, ‘왕홍마케팅’ 등 왕홍 뒤에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유통 시장 내 왕홍의 영향력과 중
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어왔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과 구매
결제정보에 대한 보호 서비스 등 상품을 구매
하는 데 있어서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상에서 방송 진행자
이면서 중요한 판매자인 왕홍은 시청자에게 판
매 상품에 대해 생방송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는 정보원이다. 

왕홍은 생방송 중 시청자와 상호 간 경험 교류
로 공동경험을 형성하는데, 이때 공동경험은 
왕홍의 인지된 경험과 시청자의 인지된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왕홍의 인지된 
경험은 홍보 및 판매하려는 상품과 왕홍 간 상
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경험이며, 시청자의 인지
된 경험은 왕홍의 방송과 시청자의 개인 경험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 경험이다. 따라서 
공동경험은 라이브 커머스가 지닌 특징 중 실
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환경에서 중
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패션산업과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새로운 유통 형태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패션상품을 쇼핑할 때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패션상품 
구매의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라이브 커머스 
자체인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왕홍인지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패션 소비자가 인지하는 라이
브 커머스의 특성, 왕홍의 특성, 소비자와 왕홍 
간의 상호적 작용인 공동경험이 라이브 커머스
를 통한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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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이커머스(e-com

merce)의 합성어로 판매자와 소비자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제품
을 홍보 및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하고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라이브 커머스는 라
이브 스트리밍이 가진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
이션과 실시간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커머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 내에
서 라이브 커머스는 왕홍을 중심으로 시청자에
게 생방송과 녹화된 방송을 제공하며 왕홍과 
시청자들이 서로 소통하여 상호작용하는 라이
브 방송의 한 형태라고 정의되고 있다(Chen, 2

017; Tan et al., 2018). Shu와 Chen(2017) 

그리고 Yin(2017)에 의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을 통해 왕홍과 시청자 간 상호작용하는 
수단을 넘어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도 되며, 

왕홍이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과정으로 인
해 브랜드 홍보, 브랜드 평판, 브랜드 인식 등
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라이브 커머스
는 단순히 방송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왕홍 개인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커머스 기반 플랫폼이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으로 인해 거래
량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으로 2020년 중국의 GDP는 
감소하였지만 2020년 상반기 상품의 거래량은 
3,274억 위안(한화 약 55조 69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2.5% 증가하였다 (FastdataJish

u, n.d). 2019년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평균 거
래금액(2207억 위안)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의 상반기 거래금액 증가율은 약 148%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라이브 커머스
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시청자 수 또한 증
가하고 있다(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

020). 중국내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빠른 성장
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왕홍의 역할이 크다. 

물건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
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시청자의 요구에 대한 
왕홍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시청자의 참여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인
터넷에 기반을 둔 라이브 커머스는 다른 이커
머스에 기반한 라이브 커머스의 카테고리에 따
라 왕홍은 자신과 맞는 분야에서 방송을 진행
하며, 주로 패션, 뷰티, 음식, 전자, 가전제품, 

피트니스, 게임 등이 있다. 기업 및 브랜드들은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통해 해당 분야를 시청하
는 소비자에게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으
로 상호작용성과 보안성을 중요하게 제시하였
다. 

  상호작용성은 환경 속 인간과 인간 또는 사물 
및 매체 간에 행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Lo

mbard & Snyder-Duch, 2011), 온라인 환경과 
뉴미디어 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왔다(McMillan, 2002; 황장선, 

도선재, 2011). McMillan(2002)에 의하면 상호
작용은 단순히 사용자 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매체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며, 일대일 관
계 속에서 이뤄지는 매커니즘이 아닌, 다대다 관
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링즈(2017)는 동영상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중 상호작용성이 신뢰
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품구매까지 이른다
고 하여 상호작용성을 강조하였다. 즉, 상호작
용성은 사용자 및 기업과 매체 간의 관계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소
비자 행동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
스와 사용자 간 상호작용성은 패션상품 구매의
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보안성은 상품거래 과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Novak et al. (1999)에 의하면, 온라인 환경에
서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서 개인정보와 결제정
보 보호에 대한 신뢰로 정의된다.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결제정
보 등 보안과 관련된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성훈, 2013). 김유정과 윤종
수(2001)그리고 윤종수 외(2002)은 모바일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기술과 결제 보안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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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프라 및 보안기술이 중요하다고 밝혔으
며 Shih(2004)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보안성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와 수용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온라인 유통의 
하나인 라이브 커머스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
가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보
안 문제를 인지할 것이며 이는 상품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인 
상호작용성과 보안성을 제시한다.

2. 왕홍의 특성

  왕홍(Wanghong)은 최근 중국 경제를 이끌
어 나가는 중국의 인플루언서(influencer)로 
왕홍을 통한 중국시장에서의 마케팅은 필수요
건으로 자리 잡았다(위소설, 2018). Liu et al. 

(2020)과 Shen et al. (2016)은 왕홍을 중국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포함하여 다양한 라이
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어 영향력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왕홍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스타그램(Instagram)이나 유
튜브(YouTube)와 같은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라이브 
커머스를 포함해 중국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한다. 푸치싱쯔와 박민정(2019)은 왕홍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성 및 매
력을 드러내어 시청자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은 
인플루언서로 설명하였다. 즉, 왕홍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콘텐츠를 통해 드러내 팬
쉽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키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방
송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20대는 주우허우(Post 95s)와 
링링허우(Post 00s)라고 불리며 이들 중 76.

6%가 왕홍이 제시한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할 정도로 왕홍의 영향력은 입증되어 
왔다(Zhang, 2019). 따라서 왕홍은 현재 20대
에게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왕홍
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 또한 20대가 62.6%로 

가장 많다(iResearch, 2018). 국내에서도 왕홍
의 영향력을 인지하여 왕홍을 통해 판매를 진
행한 마케팅 사례가 다수 있으며, 현재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는 한국브랜드들이 입
점하여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방송을 이
어나가고 있다. 왕홍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장의녕과 박현정(2018)은 왕홍의 신뢰성과 독
특성은 왕홍이 홍보하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장야친(2017)은 
왕홍의 상호작용성과 전문성 및 콘텐츠의 품질
이 시청자가 왕홍에 대해 느끼는 신뢰와 상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왕양(2020)은 
왕홍의 특성을 진실성, 신뢰성, 매력성, 오락성, 

전문성으로 나누었으며 소비자 구매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상품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왕홍의 특성 요인으로 진실성, 독창성, 전문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원의 진실성은 수신자와 나타나는 속성
으로 과장과 왜곡 없는 정보제공과 사실적인 
속성을 근거하는 것으로 윤해룡(2019), 이현
주 외(2020), 이맹탁 외(2020)는 인플루언서
의 진실성은 제품의 구매의도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독창성은 개성과 개
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새롭게 창조하
는 것으로 방송인 또는 디스플레이의 독창성은 
고객 만족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강경
희, 2017; 김유민, 2016; 최은영, 2013). 특히, 

김유민(2016)과 최은영(2013)은 독창성은 브
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며 독창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전문성은 
수신자가 정보원의 지각된 전문성과 객관적으
로 수신자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하는 공
신력(Source Credibility)의 개념으로(김재영, 

유승엽, 2001) Hovland et al, (1951)는 공신
력을 통해 정보원이 가진 전문성과 신뢰성을 
정의했다. 김재휘, 안정태(2003)와 신영웅, 조
창환(2014), 김영란, 서현석(2019)은 정보원
의 전문성에 따라 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구매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3. 공동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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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경험(Co-experience)은 사용자가 제품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생겨난 개인의 경험이 
제3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험(Forlizzi 

& Battarbee, 2004)을 말한다. Forlizzi와 Batt

atbee(2004)는 공동경험이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experience), 인지된 경험(an experienc

e), 공동경험(co-experience)로 분류하여 사
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지된 경험은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이 공유되어 공동경험이 발생한다고 하였
다. 수신자의 태도에 따라 긍정적 공유경험과 
부정적 공유경험으로 나뉠 수 있으며 긍정적 
공유경험은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 구매 행동
에 영향을 준다(Battarbee, 2003a; Battarbee, 

2003b; Battarbee & Koskinen, 2005).

  시청자 혹은 소비자가 왕홍에게 느끼는 공동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김민정, 최윤정, 2018; 

심은진, 2018; 정지원 외, 2019; 허희진 외, 20

19)를 살펴보면, 반응성과 생동감으로 구분된
다. 반응성(Responsiveness)은 시청자의 요구
에 따라 왕홍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
공하는 정도(Alba et al., 1997)이고 김민정, 

최윤정(2012), 김민정, 최윤정(2018) 그리고 
정지원 외(2019)는 반응성이 방송인과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므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의 반응성 공동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생동감(Vividness)은 매체에서 왕홍이 시청자
에게 생방송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
는 정도(Hess et al., 2009)이다. Fortin과 Dho

lakia(2005), 심은진(2018), 허희진 외(2019)

는 방송인 혹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얻는 소비
자 공동경험의 생동감이 제품 구매 및 유통채
널 이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지
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예진(2020)은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SLSS)와 관련된 연구
에서 SLSS의 서비스 품질에 속해있는 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은 공동경험의 인지적 공유
에 의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들
을 종합해 봤을 때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더
불어 왕홍의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지
와 공동경험이 제품의 구매의도에 더 긍정적으
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
한 패션제품 구매의도 간 인과관계에서 왕홍의 
특성(진실성, 독창성, 전문성)과 공동경험(반응
성, 생동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상의 패션 제품 구매의도를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
다. 특히 이론적 고찰을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
는 왕홍의 특성과 공동경험을 매개로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왕홍의 
특성, 공동경험이 소비자 패션 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이 소비자 
패션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왕홍 특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이 소비자 
패션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소비자 공동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지법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중국인 패션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27명을 대
상으로 예비 설문을 진행하여 본 설문에 대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라이
브 커머스 이용 특성과 관련된 문항과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왕홍의 특성 공동경험 그리고 
구매의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은 목적에 따라 명목척도와 5점 Likert 척도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는 ‘매
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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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어 각 변수에 대해 점수를 측정하도록 하
였다.

  라이브 커머스의 상호작용성은 온라인 시장 
쇼핑몰과 관련된 강량(2013), 공심(2014), 박
재한(2019), 이은진(2005), 나윤규(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라이브 커머스와 사용자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문항을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보안
성은 공심(2014)의 연구와 모바일 쇼핑과 관
련된 배범일(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
가 라이브 커머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보안 
및 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문항을 수정 및 보
완하여 구성하였다. 왕홍의 진실성은 인플루언
서의 진정성과 관련된 김우빈(2019)의 연구와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박재한(2019)와 장양
(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
며, 독창성은 1인 미디어와 관련된 서승배(201

8)와 류범(2018)의 연구와 왕홍과 관련된 왕
양(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전문성은 왕홍 마케팅과 
관련된 왕양(2020), 진링링(2019), 신현복(20

15)의 연구와 브랜드 진정성과 관련된 서용구 
외(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
다. 마지막으로 공동경험의 반응성은 SLSS(Soc

ial Live Streaming Service)와 관련된 송예진
과 이유리(2020)의 연구와 서비스 품질과 관련
된 Parasuraman et al. (1991)의 연구를 바탕으
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생동감은 VR패션과 
관련된 허희진 외(2019)와 VMD와 관련된 선
행연구 최수경(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라이브 커머스 이용특성과 관련하여 중국 라
이브 커머스는 중국 빅데이터 분석 기관(CNP

P)의 브랜드 데이터 연구부서(Maigoo)가 발표
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10개를 제시하여 라
이브 커머스 시청 기간, 빈도, 하루 시청 시간, 

시청 장르, 상품 구매 빈도, 구매 금액 등에 대
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남혜(2003), 조영
주 외(2001)와 10개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성
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 구
매의도를 살펴보고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
용 빈도가 높고 왕홍 팔로워 연령대를 바탕으
로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국의 도시 
중 라이브 커머스 이용실태(Xie et al, 2020)와 
왕홍 도시 및 도시별 신 소비와 경제능력(Zhan

g, 2020)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하
이, 베이징, 광저우를 선정하였으며, 응답자의 
문항 측정에 대해 신뢰성을 위해 왕홍과 라이
브 커머스를 알고 이용한 경험이 있고 왕홍이 
진행하는 생방송에서 패션상품을 구매한 경험
이 있는 소비자로 한정 지었다. 표본은 국내 E

mbrain IB China를 통한 온라인 조사로 수집되
었으며, 설문조사 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3

0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6일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왕홍과 라
이브 커머스에 대한 설명을 숙지한 뒤,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약 10

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40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수집된 연구참여자의 데이터는 총 274부로 모
두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은 49.3%, 여성은 50.7%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상하이(33.2%), 베이징(33.6%), 광저
우(33.2%)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87.6%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사무직/회사원이 56.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 의복 지출은 평균 1,000-3,000

위안(한화 약 16만 7천~50만 원)으로 가장 많
았으며, 가구소득은 평균 15,000-30,000위안
(한화 약 250만~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본의 라이브 커머스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라
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온 기간이 평균 1~2년 
미만으로 일주일에 평균 4-5회 시청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1시간 시청을 하여 
대부분 패션과 관련된 왕홍 생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평균 6~7회 패션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1회 
평균 500위안(한화 약 5만 3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라이브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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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라이브 커머스
상효작용성

1

2
라이브 커머스
보안성

512** 1

3
왕홍
진실성

505** 463** 1

4
왕홍
독창성

536** 501** 470** 1

5
왕홍
전문성

505** 467** 417** 460** 1

6
공동경험
반응성

610** 468** 536** 472** 501** 1

7
공동경험
생동감

532** 475** 422** 499** 535** 477** 1

8 구매의도 599** 511** 601** 514** 488** 681** 493** 1

**p<.01

<표 1>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고유치 설명분산(%) 신뢰도(α)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상호작용성 1.998 28.540 .628

보안성 1.673 23.907 .629

왕홍의 특성

진실성 2.025 22.502 .694

독창성 1.717 19.083 .614

전문성 1.585 17.609 .576

공동경험
반응성 1.715 34.300 .629

생동감 1.465 29.307 .604

구매의도 1.768 58.931 .641

<표 2>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

플랫폼 중 두인, 타오바오, 콰이서우, 핀둬둬, 

샤오홍수 순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이브 커머스에서 왕홍을 통해 
상의(티셔츠 또는 남방), 패션잡화 및 액세서
리, 하의(바지 및 치마) 순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 프
로그램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통
계학적 특성과 라이브 커머스 이용실태와 관련
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다중빈
도 및 다중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변수의 하
위변인을 규명하고자 요인분석과 신뢰성을 위
해 신뢰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

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각 변인과 소비자 구매의도의 관계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왕홍의 
특성과 공동경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라이브 커머스의 특
성, 왕홍의 특성, 공동경험, 구매의도의 하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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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변수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R2 Adj R2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상호작용성

소비자
구매의도

.599 .066 .457
8.456*** .415 .411

보안성 .335 .065 .277

왕홍의 특성
진실성 .420 .054 .405

7.767*** .465 .459독창성 .245 .058 .225

전문성 .277 .067 .216

공동경험
반응성 .655 .055 .578

11.826*** .501 .497
생동감 .227 .051 .217

***p<.001

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Va

rimax회전 방법을 이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 53개 문항 중 
43개 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사
전에 설정한 각 변수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
으며,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은 상호작용성(.62

8)과 보안성(.629)으로 도출되었으며, 누적분
산은 52.447%, 신뢰도 계수는 최소 0.62 이상
으로 나타났다. 왕홍의 특성은 진실성(.694), 

독창성(.614), 전문성(.576)으로 도출되었으
며, 누적분산은 59.195%, 신뢰도 계수는 최소 
.57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동경험은 반응성(.6

29), 생동감(.604)으로 도출되었으며, 누적분
산은 63.607%, 신뢰도 계수는 최소 .60 이상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구매의도는 
단일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누적분산은 58.93

1%, 신뢰도 계수는. 64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은 각 연구변인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라이브 커머스의 
하위요인별 상호작용성과 보안성은 왕홍의 하
위요인별 진실성, 독창성, 전문성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1), 공동경험의 하위요인별 반
응성, 생동감과 구매의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1). 또한 왕홍의 하위요인별 진실성, 

독창성, 전문성과 공동경험의 하위요인별 반응
성 생동감과 구매의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상관관계분석에 따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왕홍의 특성과 공동
경험이 패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각
각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왕홍의 특
성 하위요인, 공동경험의 하위요인으로 종속변
수를 소비자 구매의도로 하여 각 변수가 소비
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3). 분석 결과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에 따
른 소비자 구매의도 간 설명력은 41.5%로 상
호작용성(β=.457, p<.001)과 보안성(β=.33

5, p<.001)모두 소비자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
비자 구매의도에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인 상호작용성과 보안성 모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라이브 커
머스와 소비자 간 상호작용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홍의 특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왕홍의 특성에 따른 소
비자 구매의도 간 설명력은 46.5%로 진실성(β
=.457, p<.001), 독창성(β=.457, p<.001), 

전문성(β=.457, p<.001)모두 소비자 구매의
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홍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중요한 
정보원으로 시청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왕홍의 
특성 중 진실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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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왕홍의 진실성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p) Adj R2 F (p)

1단계
상호작용성

진실성
.363 6.184***

.307 61.414***
보안성 .278 4.737***

2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457 8.456***

.411 96.213***
보안성 .277 5.120***

3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330 6.164***

.495 90.062***보안성 .179 3.440**

진실성 .351 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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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왕홍의 독창성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p) Adj R2 F (p)

1단계
상호작용성

독창성
.379 6.680***

.352 75.287***
보안성 .308 5.425***

2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457 8.456***

.411 96.213***
보안성 .277 5.120***

3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380 6.658***

.436 71.213***보안성 .214 3.848***

독창성 .203 3.580***

***p<.001

  공동경험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동경험에 따른 소비자 
구매의도 간 설명력은 50.1%로 반응성(β=.45

7, p<.001), 생동감(β=.457, p<.001)모두 소
비자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경험은 왕홍과 시청
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험으로 공동
경험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은 소비자 구매의도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왕홍 특성의 매개효과 검증

  왕홍 특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SPSS 2

6.0과 Sobel test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분석은 Baron & Kenny(1986)가 제
시한 매개회귀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3

단계에 걸쳐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매개효
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
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투입하여 독립변수
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
라진다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 이를 바탕으로 왕홍의 특성을 매개하여 라
이브 커머스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이 제시한 Sobel test

를 진행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의 1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에 비표준
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하고,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의 영향변수로 모두 투입하여 종속
변수와의 4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비표준
화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Z값을 산
출해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
는 방법이다. Sobel의 Z값 계산은 https://www.da

nielsoper.com/ statcalc/calculator.aspx?id=31

에 제시되어 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1.

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

1) 왕홍의 진실성 매개효과 검증

  왕홍의 특성 중 진실성을 매개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매개분석결과 1단계에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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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왕홍의 전문성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p) Adj R2 F (p)

1단계
상호작용성

전문성
.360 6.147***

.309 61.991***
보안성 .283 4.831***

2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457 8.456***

.411 96.213***
보안성 .277 5.120***

3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390 6.887***

.433 70.460***보안성 .224 4.053***

전문성 .187 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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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커머스의 특성인 상호작용성(β=.363, p<.0

01)과 보안성(β=.278, p<.001)모두 매개변수
인 왕홍 특성 중 진실성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상
호작용성(β=.457, p<.001)과 보안성(β=.27

7, p<.001)모두 종속변수인 소비자 구매의도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상호작용성
(β=.330, p<.001), 보안성(β=.179, p<.01)

과 매개변수인 진실성(β=.351, p<.001)이 종
속변수인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2단계의 상호작용성
과 보안성의 β값과 3단계의 상호작용성과 보
안성의 β값을 비교하여 3단계의 β값이 상호작
용성은 .457에서 .330으로 감소하고 보안성은 
.227에서 .179로 감소하여 왕홍 특성의 하위요
인 중 진실성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 Z값이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성과 소비
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진실성(4.570)과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보안성과 소비자 구
매의도 관계에서 진실성(3.860)이 유의한 Z값
이 나타나 왕홍 특성의 진실성은 유의하게 매개
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2) 왕홍의 독창성 매개효과 검증

  왕홍의 특성 중 독창성을 매개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매개분석결과 1단계에서 라이
브 커머스의 특성인 상호작용성(β=.379, p<.0

01)과 보안성(β=.308, p<.001)모두 매개변수
인 왕홍의 특성 중 독창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는 앞
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은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상호작용성(β=.380, p<.001), 보안성
(β=.214, p<.01)과 매개변수인 독창성(β=.2

03, p<.001)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상호작용성의 
β값이 .457에서 .380으로 감소하고 보안성의 
β값 .277에서 .214로 감소하여 왕홍 특성의 하
위요인 중 독창성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 Z값이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성
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독창성(3.142)

과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보안성
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독창성(2.979)

이 유의한 Z값이 나타나 왕홍 특성의 독창성은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
다.

3) 왕홍의 전문성 매개효과 검증

  왕홍의 특성 중 전문성을 매개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매개분석결과 1단계에서 라이
브 커머스의 특성인 상호작용성(β=.360, p<.0

01)과 보안성(β=.283, p<.001)모두 매개변수
인 왕홍의 특성 중 전문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는 앞
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은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상호작용성(β=.390, p<.001),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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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동경험의 반응성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p) Adj R2 F (p)

1단계
상호작용성

반응성
.503 9.219***

.401 92.392***
보안성 .211 3.864***

2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457 8.456***

.411 96.213***
보안성 .277 5.120***

3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227 4.119***

.535 105.745***보안성 .180 3.653***

반응성 .458 8.567***

***p<.001

<표 8> 공동경험의 생동감 매개효과 분석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p) Adj R2 F (p)

1단계
상호작용성

생동감
.391 6.799***

.334 69.395***
보안성 .275 4.786***

2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457 8.456***

.411 96.213***
보안성 .277 5.120***

3단계
상호작용성

구매의도
.387 6.732***

.430 69.663***보안성 .228 4.111***

생동감 .179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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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224, p<.01)과 매개변수인 전문성(β=.1

87, p<.001)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상호작용성의 
β값이 .457에서 .390으로 감소하고 보안성의 
β값이 .227에서 .224로 감소하여 왕홍 특성의 
하위요인 중 전문성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 Z값이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성
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전문성(2.959)

과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보안성
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전문성(2.774)

이 유의한 Z값이 나타나 왕홍 특성의 전문성은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
다.

4. 공동경험 매개효과 검증

  공동경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앞서 제
시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한 매개효
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이 제시
한 Sobel test를 진행하였다.

1) 공동경험의 반응성 매개효과 검증

  공동경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앞서 제
시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공동경험의 반
응성을 매개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매
개분석결과 1단계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인 상호작용성(β=.503, p<.001)과 보안성(β
=.211, p<.001)모두 매개변수인 공동경험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는 앞서 분석
한 결과와 같이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은 소비
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상호작용성(β=.227, p<.001), 보안성(β=.18

0, p<.01)과 매개변수인 반응성(β=.458, p<.

001)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상호작용성의 β값이 .4

57에서 .227로 감소하고 보안성의 β값이 .227

에서 .180으로 감소하여 공동경험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 Z값이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성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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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반응성(6.254)은 유의
한 Z값이 나타나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
위요인 중 보안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반응성(0.832)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공동경험의 보안성은 라이브 커
머스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성과 소비자 구매
의도 관계에서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경험의 생동감 매개효과 검증

  공동경험의 생동감을 매개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매개분석결과 1단계에서 라이
브 커머스의 특성인 상호작용성(β=.391, p<.0

01)과 보안성(β=.275, p<.001)모두 매개변수
인 공동경험의 하위요인 중 생동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단계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라이브 커머
스의 특성은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에서 독립변수인 상호작용성(β=.387, p<.00

1), 보안성(β=.228, p<.001)과 매개변수인 
생동감(β=.179, p<.05)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작용성의 β값이 .457에서 .387로 감소하고 보
안성의 β값이 .277에서 .228로 감소하여 공동
경험의 하위요인 중 생동감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통해 
Z값이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인 상호
작용성(2.874)과 보안성(2.635)과 소비자 구
매의도 관계에서 생동감이 모두 유의한 Z값이 
나타나 유의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라이브 커머
스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작되
었다. 특히,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소비

자의 구매의도를 알아봄으로써 국내 패션기업 
및 패션브랜드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을 위한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라이브 커머스에서 패션상품
을 구매할 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왕홍의 특성과 공동경험을 매개하여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라이브 커
머스에서 방송인과 시청자간 상호작용성으로 
발생하는 공동경험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왕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
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인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왕홍의 특
성 그리고 공동경험 모두 소비자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중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성과 왕홍 특성의 하위요인 중 진실성 
그리고 공동경험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이 각 
변수의 하위요인 중 소비자 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라
이브 커머스라는 미디어 환경에서 라이브 커머
스의 특성과 왕홍의 특성 그리고 왕홍과 시청
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공동경험이 소
비자 구매의도에 직접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소비자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또는 
고객센터의 운영은 라이브 커머스와 상호작용
하면서 지각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품질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인이 제공하는 방송과 제
시하는 제품에 대한 진실성과 생방송 중 방송
인이 시청자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반응은 
시청자로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
소로 나타났다.

  둘째,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이 왕홍의 특성
을 매개하여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왕홍 특성의 하위요인별 진실성, 

독창성, 전문성 모두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브 커머스의 특
성인 상호작용성 또는 보안성을 인지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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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왕홍의 진실성 및 독창성 또는 전문성을 인
지하면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인 상
호작용성 또는 보안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청자가 라이브 커
머스에서 생방송 하는 왕홍을 시청하면서 느낄 
수 있는 진실성 및 독창성 또는 전문성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면 구매의도가 더 높아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 플
랫폼이 사용자를 위한 상호작용성과 보안성과 
관련된 서비스 및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에서 생방송하는 방송인의 진실성과 독
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방송
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이 공동경험을 
매개하여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공동경험의 하위요인 중 생동감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
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성은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성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중 상호작용이 소비자 구매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청자가 라이
브 커머스에서 생방송하는 방송인과 서로 경험 
공유로 발생하는 공동경험을 인지하면 구매의
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보안성
과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공동경험의 하위
요인 중 생동감을 인지하면 구매의도가 더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
스와 관련된 서비스 및 보안시스템과 같은 메
커니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에서 생방송 중 방송인과 시청자 간 상
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공동경험 중 생동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공동경험 중 반응성
은 일부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도출한 결과를 종합한 본연구의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라이브 커머스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왕홍의 진실성, 독창성, 전문성은 중요
한 요소이다. 최근 허위광고, 과장된 홍보 등이 
난무하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방송인의 진
실성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즉, 국내 라이브 커머스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은 소비자에게 진실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거짓 없는 사실적인 방송
과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인을 통해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송인
에게 국내와 중국의 광고 관련법을 인지시켜 
진실성을 구축할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패
션기업 및 패션브랜드들은 허위 및 과장된 정
보를 제공하는 방송인에게 홍보 및 판매를 제
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기업 및 브랜드
의 이미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다. 또한, 시청자가 방송인에 대한 전문성을 인
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 또는 최신 패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인에게 인
증마크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 뉴미디어가 갖는 특징과 이커머
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미
디어로 라이브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른 미디어 또는 타 플랫폼보다 편
의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야 하며, 이에 대해 방
송인은 독창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타 방송인
과 구별되는 방송과 시청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 및 콘텐츠를 병행하여 패션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둘째, 공동경험의 하위요인 중 생동감이 라
이브 커머스와 소비자 구매의도 관계에서 중요
한 요소라는 것을 밝혔다. 국내 라이브 커머스
의 방송인은 시청자와 홍보 및 판매하는 패션 
제품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상품에 대한 원단 및 컬러 등을 시청자가 최대
한 현실적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할 수 있
도록 상품을 가까이 촬영하여 시청자에게 보여
주고, 다양한 조명 아래에서 상품을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방송인은 홍보 
및 판매하는 제품을 시청자 요구에 따라 하나
씩 모두 착용하여 시청자가 제품에 대해 패션
제품의 크기와 옷의 실루엣을 인지할 수 있도
록 하여 더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방
송인이 좀 더 사실적이고 자세한 표현을 위해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하거나 생방송을 고화질로 자동 녹화되는 시스
템을 지원하는 등 방송인과 시청자에게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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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만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와 왕홍
의 개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지닌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경험의 이동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공동경험은 왕홍의 인지된 경험과 
시청자의 인지된 경험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으
로 공동경험을 통한 각 속성의 영향을 분석함
으로써 국내 패션기업 및 패션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왕홍을 통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을 위한 시의성 있
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과 중국 소비
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라
이브 커머스 시장과 비교했을 때 중국시장과 
연간 거래금액, 시청 인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17년부터 
형성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작아 시장규모는 
중국과 비교하여 2020년 기준 약 54배 차이난
다. 하지만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오린아, 2020) 따라서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발전하고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와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
는 세계적 유행병이라는 시간적 상황에서 온라
인 시장인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해 중국 소비
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코로나바이
러스-19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세계
적 유행병이 지난(Post-pandemic) 상황에 대
한 예측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과 언택트 시장이 
정착하고 성장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잠잠해진 환경에도 소비자들은 언택트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세계적 유행병이 지난시
점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
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라이브 커머스의 또 다
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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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

상호작용성

고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과 불만을 문의할 수 있다. .678

패션제품 판매자와 문제가 생길 시, 고객 센터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다. .672

할인, 이벤트 관련 메일을 통해 관심 상품, 신상품, 할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
로 받아 볼 수 있다.

.658

라이브 커머스는 요청한 고객정보에 대해 보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630

보안성

소비자는 패션제품 평가를 하거나 구매 후 착용 사진을 올리는 등 참여할 수 있는 안
전한 공간이 있다.

.860

라이브 커머스의 보안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다. .695

라이브 커머스의 결제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78

왕홍의 특성

진실성

내가 시청하는 왕홍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836

내가 시청하는 왕홍이 제시하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은 믿을 수 있다. .706

내가 시청하는 왕홍은 믿을 수 있다. .686

독창성

내가 시청하는 왕홍이 진행하는 생방송은 타 방송보다 재미있다. .830

왕홍이 진행하는 생방송은 특별하다. .564

왕홍이 진행하는 생방송은 독창적이다. .563

전문성

내가 시청하는 왕홍은 패션(제품)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792

내가 시청하는 왕홍은 생방송의 전문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742

내가 시청하는 왕홍은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94

공동경험

반응성

생방송 중 왕홍과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841

왕홍은 생방송 중 시청자의 요구에 맞는 패션제품을 보여준다. .756

생방송 중 왕홍은 나의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579

생동감
생방송 중 왕홍은 시청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868

왕홍은 생방송 중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패션제품을 착용하여 실재감이 있다. .754

소비자 구매의도

구매의도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왕홍을 통해 구매를 할 것이다. .546

같은 패션제품이 존재한다면, 왕홍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638

가격이 비싸더라도 왕홍이 추천하는 패션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585

<표 1> 측정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