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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cludes� that� communication� based� on� interaction� between�

broadcasting� hosts� and� consumers� is� differently� characterized� by� fashion� live�

commerce� types.� Subcategories� of� the� types� of� fashion� live� commerce� were�

created� and� used� in� the� analyses� of� domestic� consumer� awareness.� Three�

subcategories� were� created:� The� department� store� type,� Designer� brand� type,�

and� Influencer� host� type.� Comments� representing� consumers'� awareness� that�

appear� immediately� during� real-time� broadcasting�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es.� The� frequency� and� TF-IDF-based� top� keyword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semantic� network� and� CONCOR,� and� the� top� keywords� were�

analyzed� by� deriving� the� values� of� degree� of� centrality.� The� analysis� identified�

that� a� group� of� product� attributes� and� a� group� of� live� commerce� offered� value�

were� common� between� the� three� types.� As� for� the� group� characteristics�

classified� by� type,� for� the� department� store� types,� brand� attributes,� benefits,�

and� values� from� pursuing� the� products� were� identified.� For� designer� brand�

types,� a� group� of� viewers'� responses� and� inquiries� were� identified.� It� is�

interpreted� that� the� satisfaction� value� gained� from� hosts� with� product� expertise�

has� been� clustered.� Influencer� host� types� have� affirmed� a� group� of� external�

product� values.� A� close� relationship� is� formed� and� it� is� thought� to� have� led� a�

group� of� values� to� trust� the� external� image� of� the� product.� This� study� carries�

significance� in� analyzing� real-time� comment� data� from� consumers� using� fashion�

live� commerce� to� empirically�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곽하연� ·� 이규혜� /� 패션�라이브�커머스�유형별�소비자�인식�비교� � � � � � � 91

I.� 서론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의 판매 및 구매가 증대되며 

색다른 쇼핑 경험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Sung & Sung, 2017),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기존의 방식

에서 벗어난 유통 채널들이 생겨나는 와중에, 2020년 3월 

30일,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20)은 

COVID-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상황

을 선포했다. 시장에서의 신유통의 성장은 비대면 거래를 중

심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표적인 예로, 라이브 스트리

밍(live streaming)을 활용한 방식이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은 실시간 영상 송출 플랫폼과 텍스트 채팅 기능이 혼합된 

형태로, 방송 진행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가 댓

글창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하며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Tang, Venolia, & Inkpen, 2016). 실시간으로 진행

되는 방송을 통해 진행자와 소비자 사이에 쌍방향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며 단시간에 많은 상호 접촉이 이루어진다. 즉각

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에 현실과 같은 실재감을 인지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친밀감이 높아질

수록 더욱 높은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Moon, 2020). 라이

브 스트리밍은 진행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즉각

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며, 온라인과 모바일의 한계점으

로 언급되던 심리적 거리감 및 인지 불확실성을 낮추어 주

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Zhang, Qin, Wang, & Luo, 2020).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모

바일 환경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하여 제품을 소개하고 판

매하는 방식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전자상거래

(e-commerce)가 결합된 용어이다. 모바일에 능한 'MZ세대'

가 핵심 소비층으로 꼽히며, 기존의 쇼핑 방식보다 다양한 

혜택, 경제적 가치 제공, 정보 교류, 상호 간의 쌍방향 소통 

등이 제공된다(Park, 2020). 특히 방송 진행자의 차별화된 

진행과 콘텐츠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공 콘텐츠 중 

이벤트 콘텐츠는 이용자 방송 유입, 지속시청의도, 재방문의

도, 구매 촉진 요소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진행자와 소비자 사이에 긴밀한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오락성을 제공한다. 또한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며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져 브랜드

와 제품에 대한 정보성,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Zhao & Kim, 2020). 통상적으로 이커머스의 구매 전환

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에는 8% 정도의 높은 구매 전환율을 지닌 것으로 파악

된다(“Live Commerce: #Alive”, 2020). 라이브 커머스가 높

은 구매 전환율을 지닌 데에는 실시간 소통을 통한 충분한 

상품 정보 제공에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쇼핑에 소통을 더

해 새로운 형태의 재미를 만들어 냈으며, 단순한 쇼핑 경험

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21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9조 7,338억

원에 달하며(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은 2020년 3조원을 넘어, 매년 30% 

정도의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현재는 이커머스 기반 

업체들이 기존의 트래픽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지만, 숏폼 콘텐츠(short-form contents)를 내세우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은 2020년 6월 페이스북 샵스

(Facebook Shops)를 런칭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

었으며, 유튜브 역시 쇼핑 익스텐션(Shopping Extension)을 

런칭해 동영상 콘텐츠와 쇼핑을 연결하였다. 페이스북과 유

튜브도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Live Commerce: #Alive”, 2020). 앞으

로 라이브 커머스는 필수적인 마케팅 방안으로서 활용될 것

이며,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타 업체들과 차별화된 세밀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된 곳이자, 현재까지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중국이다. 그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가 중국 시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소비자가 

대상인 연구로는 라이브 커머스의 이용 만족 요인을 이용자

와 정보원천 및 플랫폼의 차원에서 고찰한 연구(S. Lee, 

2021),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에 기반하여 강력한 상호작용

성, 높은 현장감, 상품에 대한 리뷰 신뢰도를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고찰한 연구(A. Lee, 2021), 라이브 커머스가 지닌 

특성 중 오락성에 집중해 이를 감각, 인지, 성취, 상호작용

으로 구성 요소를 분류하고 개별 요소가 인지적, 감성적, 행

동적 세가지 요소의 시청자 태도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ung & Jung, 2021), 소비자 행동과 관련

하여 몰입과 사회적 실재감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높은 상호작용의 관계품질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낸 연구(Song & Im, 2020) 등이 확

인되었다. 라이브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유형도 다각화 되는 

시점에 유형을 구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각

광받는 유통 채널인 라이브 커머스 패션 부문의 유형을 구

분하여, 구분된 유형에 따른 국내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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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유형별 소비자 인식 키워드를 군집화하여 유형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형은 유통 방식과 진행자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유형은, 입점 유통과 

직접 유통 채널이며 전문 쇼호스트와 브랜드 관여 진행자가 

나타나는 백화점, 직접 유통하는 제조업체이자 제품 전문성

을 갖춘 디자이너가 직접 진행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브랜드

의 의뢰를 받고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춘 인플루언서가 방송

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이다. 보다 실증적인 연

구를 위해, 방송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인

식을 대변하는 방송 영상 속 실시간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

을 진행하였다. 패션 라이브 커머스 이용 소비자의 실시간 

댓글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별로 나타난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에 의의를 지니며 향후 관련 업계에서 마케팅 

방안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 시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I.� 이론적�배경

1.�라이브�커머스의�개념�및�특성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어로, 모바일 환경 속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제품 소개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 

화면 속 댓글 창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실시간 소

통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제품 구매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의 소개와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홈쇼핑과 유사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한다

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Park, 2020). 이러한 국내 라이

브 커머스 시장 성장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

화 확산이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2016

년도부터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진 유통 방식으로, 국내에서

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며 

제품 구매에 대한 물리적 제한과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자 

오프라인 구매 방식의 대안으로써 라이브 커머스가 떠올랐

다. 오프라인 대면 방식과 같은 소통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구매 편의와 색다른 재미를 경험하고자 하는 많은 소비자가 

라이브 커머스로 유입되었다(Kim, 2020).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성, 

제품 구매 편의성, 방송 진행자의 콘텐츠 제공에 따른 오락

성,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통한 경제적 혜택, 제품에 대한 

정보 교류가 주된 특성으로 알려졌다.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쌍방향 소통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몰

입과 새로운 대인 관계가 형성되며(Haimson & Tang, 

2017), 화면에 제공된 버튼을 클릭해 편리하게 제품 구입이 

가능하다(Lee & Sung, 2021).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 확인

과 구매까지의 경로가 한 번에 이어져, 이는 편의를 추구하

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모바일 쇼핑 방식보다 간편

해진 결제 시스템은 과업 복잡성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Kim, Lee, & Park, 2021).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등 기존의 쇼핑 방식은 게시판 혹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얻기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했다. 

반면 라이브 커머스는 댓글 창으로 문의를 올리는 “즉시 답

변”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이렇듯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구매 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S. Lee, 2021).

2.� 라이브�커머스의�상호작용성과�관계마케팅

라이브 커머스의 여러 특성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이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방식에서는 경

험할 수 없던 진행자와 소비자 사이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

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류가 가능하며, 판매자를 통해 제

품을 간접 경험하거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

결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온라인, 모바일 유통 채

널보다 심도 깊은 교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소통 과

정은 판매자와 소비자 상호 간의 긴밀한 정서적 연결을 형

성하고 이는 다시 진행자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신뢰도로 

이어지게 된다(Kim, 2020).

  Salvaggio and Bryant(1989)는 멀티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상호작용성을 꼽으며, 매체 이용자의 선택, 매체 

이용자의 시스템 반응 차이, 매체 이용의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추가 정도, 개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6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Liu and Shrum(2002)은 초기 상호작

용에 연구에서 나타난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

조하는 사용자와 기계의 상호작용(user-machine 

interaction),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파악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user-user interaction), 

사용자와 메시지의 상호작용(user-message interaction) 세

가지로 상호작용성을 크게 구분하였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대면 관계 상태에서의 상호작용이지

만, Flaherty, Pearce and Rubin(1998)은 컴퓨터 매개 의사

소통과 면대면 의사소통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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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매개로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과 유사할수록 더욱 진보된 상호작용이 나

타나기에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상호작용성은, 매체와 사용자 사이의 원인과 

결과에 기반하여 감각적 경험이 제한되는 온라인 공간상의 

현존감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상호작

용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 활용이 필요하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통을 기반한 상호작용성을 매개로 관

계가 형성되기에, 모든 활동의 중점이 고객에 맞추어진 관계

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이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

다. Berry and Gresham(1986)은 관계마케팅을 기업과 소비

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더욱 강화시키는 마

케팅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Morgan and Hunt(1994)는 신

뢰와 몰입의 인지적 측면에서 관계마케팅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성공적 관계 교환의 적립, 관계 개발 및 유지와 관련

된 모든 마케팅적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기업은 고객 

유지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관계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거래가 

아닌 상호 간의 관계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

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보다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수록 고객 만족도는 극대화되며 장기

적인 신뢰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고객과의 지속

적인 관계를 위해 소비자 경험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며 

다양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3.� 패션�라이브�커머스의�유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들은 공통적으로 패션에 관한 부문이 

존재하며, 패션에 관한 방송을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패

션 라이브 커머스라 정의했다. 패션 라이브 커머스의 플랫폼

별로 하위 카테고리 구성을 살펴본 결과, 주요 타겟층과 플

랫폼 차별화 전략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의 명칭 및 구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패션 라이브 커머스의 하위 카테고

리를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패션 라이브 커머스 플랫

폼들의 하위 카테고리 명칭, 구성, 영상 속 진행자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하위 카테고리가 유통 방식에 따라 입

점유통과 직접유통으로 구분되었으며, 패션 라이브 커머스 

영상 속 진행자는 전문 쇼호스트, 브랜드 관여 진행자, 제품 

전문성을 지닌 진행자,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진행자로 구분

되었다. 패션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는 정보의 원천이자(La & Oh, 2021), 진행자의 방송 

진행에 따른 상호작용성과 관계품질은 소비자 행동에 결정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Song & Im, 2020). 또한 제품 

구매 충동성(Kim et al., 2021)과 높은 충성도를 유발한다

(Kim, 2020). 연구를 위해 백화점, 디자이너 브랜드, 인플루

언서 진행자 세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세가지 유형은 많은 

방송 진행이 이루어지며, 앞서 서술한 유통 방식 및 진행자 

특성이 유형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선정하였다. 유통 방식

을 기준으로 백화점은 입점 유통과 직접 유통이 공존하며, 

디자이너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진행자의 경우에는 직접 유

통으로 확인되었다. 진행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백화점은 전

문 쇼호스트와 브랜드 관여 진행자가, 디자이너 브랜드는 제

품의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디자이너가 

방송을 진행하기에 제품 전문성을 지닌 진행자가, 인플루언

서 진행자는 브랜드의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가 대중 영향

력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선정된 유형의 특

성은 친숙성,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 친숙성

친숙성(familiarity)이란 신뢰가 형성되기 이전의 경험이나 

학습을 기반한 이해이다(Ko & Choi, 2005). Bettman and 

Park(1980)은 경험하지 않고 획득한 지식과 경험한 지식을 

모두 포함해 친숙성을 하나의 개념이라 보았다. Alba and 

Hutchinson(1987)은 경험의 유무와 같은 종류에 따라 친숙

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친숙성은 소비자의 정보 탐색

과 선호도, 제품 평가, 구매 의지에 있어 영향을 미치며 매

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Johnson & Russo, 1984). 

  점포에 관한 친숙성의 경우, 노출된 정도나 경험의 횟수

와 관련된다. 소매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증가할 때, 소비

자가 갖는 점포의 이미지는 더욱 구체화된다(Cornelius, 

Natter, & Faure, 2010). Schlosser(1998)은 소비자가 지니

는 점포에 대한 첫인상은 상품의 진열, 조도, 음악, 색상, 공

간배치 등 감각적인 것에서 유발되며,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

여 소비자는 점포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온

라인을 기반한 점포의 경우, 소비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친숙

성을 인식하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Gefen & Straub, 

2004). Gefen(2000)은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적 환경에서 위

험 지각을 줄이고 신뢰 형성 및 장기적인 거래 유지에 있어 

친숙성이 주요 변수라 말하였으며, 친숙성은 불확실성을 감

소해 호의적 행동을 유발하고 B2C 전자상거래 이용자 신뢰

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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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친숙성이 패션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도 이어져 소비자 

신뢰가 형성되고, 제품의 평가 및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용과 충족 이론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은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대표적인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지녔으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미디어를 이용하고, 충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

한다(Ko, Cho, & Roberts, 2005). 대중 매체를 통해 불특

정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제공자보다 수용자를 중요하게 다루며, 수용자는 사회적 필

요나 심리적 욕구에 따라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용한다. 

즉, 수용자가 지닌 주관적 욕구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에 

영향을 주고,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용하며 수용자 개인

의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감을 얻게 된다(Katz, Haas, & 

Gurevitch, 1973). 이 이론은 1940년대부터 미디어 사용에 

따른 충족감의 유형을 도출하고 파악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1950년대에 이론적 토대가 구축됐다. 1960년대

에 Klapper(1963)가 용어를 명명하면서 이용과 충족 이론으

로 불렸다. 

  사용자들은 정보 탐색, 사회적 관계 형성, 오락성 등의 다

양한 욕구로 인해 특정 미디어를 선택한다. Katz et al. 

(1973)은 수용자 이용 동기에 따라 만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히며, 개인의 매스미디어 사용 욕구를 사회적 

통합, 개인적 통합, 인지적, 감정적, 긴장 완화 욕구로 분류

하였다. Papacharissi and Rubin(2000)은 온라인 매체 이용

자의 동기를 정보 탐색, 편의성, 대인적 효용, 시간 보내기, 

오락성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Kim(2010)은 온라인 쇼핑몰 

내 사용 후기 작성 동기는 외재적 혹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작성되며, 의견 교환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길 원하는 마음에

서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SNS의 정보 공유 의도에 관

해 연구한 Kim(2014)은 SNS의 정보 공유적 측면에서 자기

표현과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동기라고 언급하며, 대인 관계 

형성을 위해 자기표현이 중요하게 작용되고, 지인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형성이 이

루어진다 말했다. 이렇듯 이용과 충족 이론은 사용자가 미디

어를 선택하는 요인이 존재하며, 정보 탐색, 사회적 관계 형

성, 오락성 등 다양한 욕구로 인해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욕구 충족에 도달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분류된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특정 선택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하고, 유형의 특성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연구�문제

연구문제 1. 패션 라이브 커머스의 유형별(백화점, 디자이너 

브랜드, 인플루언서 진행자) 소비자 인식 주요 키워드를 알

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 라이브 커머스의 유형별 소비자 인식 

키워드를 군집화하여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선정�및�자료�수집

연구 대상 및 수집 채널 선정을 위해 Google 트렌드와 네

이버 데이터랩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현

재 국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라이브 커머스 

포털, 플랫폼 중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가장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검색량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유통 방식과 진행자의 

특성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를 분류한 뒤 선정된 총 세가지 

유형은, 입점 및 직접 유통 채널이자 브랜드 소속되어 있거

나 관여가 있는 브랜드 관여 진행자와 전문 쇼호스트가 방

송을 진행하는 백화점 유형, 제품의 제조부터 직접 유통을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전문가인 디자이너가 직접 방송을 진

행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 브랜드의 의뢰를 받아 영향력

과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진행하는 인

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이다. 2021년 1월 31일 기준, 해당 기

간 이전에 진행된 방송 영상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 조회수가 전체에서 상위권인 영상들 중 

좋아요 수가 조회수의 배수를 넘거나 혹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를 지닌 영상들 중 각 유형별로 1개의 영상을 선정했다. 

조회수는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한 인기 방송이라는 것을 의

미하며, 좋아요 수는 진행자와 시청자 간의 긴말한 교류와 

높은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해 이와 같은 기준으로 

영상을 선정하였다. 유형별로 1개씩 선정된 총 3개의 영상

의 개별 방송 시간은 최소 약 1시간 15분 이상, 최대 약 2

시간 이하인 영상이다. 1개의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의 종류

와 수가 다양해, 한 영상에서 수집된 단어로 유형의 특성을 

대표하고자 했다. 선정된 개별 영상의 시청자 수와 좋아요 

수로는, 백화점 유형의 경우 총 영상 시청자 수 16만회에 

좋아요 수 11만회인 영상을 선정하였다. 디자이너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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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조회수 6.2만회에 좋아요 수 65만회인 영상을, 인플

루언서 진행자 유형은 조회수 4만회에 좋아요 수 14만회인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영상 속 실시간 댓글들은 중

복값을 제거하며 크롤링하는 방법으로  원자료를 수집하였

다. 

3.� 분석방법�및�절차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원자료에서 입력 오류, 문장부호, 특

수기호, 공백, 숫자 등을 제거했으며, 형태소 분석기인 

Espresso K를 활용해 명사와 형용사만을 추출하여 정제하였

다. 정제 과정을 거친 백화점 14,956개, 디자이너 브랜드 

32,210개, 인플루언서 진행자 20,911개 단어가 분석에 사용

됐다. 정제된 단어들은 출현한 단어의 빈도와 TF-IDF 값을 

구하였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매트릭스를 구축하였다.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

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수집된 자료 내에 속한 

특정 단어가 지닌 중요도 순으로 영향력 파악이 가능하기에 

이를 활용하였다(Ramos, 2003). 정제된 단어의 시각화에는 

Ucinet 6.7과 NetDraw를 활용하였다.

  Ucinet 6.7과 Netdraw를 통해 빈도 기준 각 유형의 상위 

50개 단어들을 기반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일원모드

(1-mode) 매트릭스를 도출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CONCOR(convergence of terated 

correlations)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키워드

인 노드(node)와 연결 빈도인 연결(link)로 구성되며 사회연

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에 기반한다. 또한 노드

(node)들 간의 연결에 의미를 두는 분석방법으로 추출된 단

어들을 시각화한 후 이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분석하

거나 강조 의미를 찾는데 활용된다(Lee, 2014).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분석에 포함되는 것으로, 노드들이 연

결하는 관계에 있어 구조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위치한 노드

를 찾는 것이다. 즉, 노드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 집단으로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다(Kang, Ko, Lee, & Kim, 2018). 또

한 한 단어에 연결된 다른 단어들의 개수를 통해 중심 정도

를 파악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값을 도출해 상

위 30개 단어를 분석하였다(Freeman, Roeder, & 

Mulholland, 1979). 

IV.� 연구�결과

1.�패션�라이브�커머스�유형별�주요�키워드�분석

1) 패션 라이브 커머스 유형별 상위 키워드 빈도와 TF-IDF 

분석

선정 기준을 충족한 영상을 대상으로, 실시간 댓글 데이터를 

수집해 정제과정을 거쳐 유형별로 빈도(Table 1)와 

TF-IDF(Table 2) 값 기준 상위 30개 키워드 분석을 실시했

다. 빈도 분석에서 나타난 상위 키워드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가 언급한 내용 중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빈도만으로는 특정 키워드가 영상 내에서 어느 정

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특정 

키워드가 지닌 영상 속 중요도를 판별하고자 TF-IDF 값을 

함께 비교하였다. 

  빈도와 TF-IDF 값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상위 30개 내

에 나타난 키워드들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몇몇 키워드의 순

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빈도와 

TF-FIDF 값 기준,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예쁜’, ‘감탄’, 

‘색상’, ‘멋있는’, ‘가격’, ‘라이브 방송’, ‘응원’, ‘어울림’의 키

워드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쁜’, ‘감탄’, ‘멋있는’, 

‘어울림’은 진행자와 상품에 관련된 상황에 댓글로 확인됐

다. 이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자와 시청자 사

이의 긍정적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키워

드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격’, ‘색상’은 제품의 

속성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되며,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응원’은 라이브 커머스 특성과 관련되어 진행자와

의 관계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주요 상위 키워드 분석 결과, 백화점 유형에서는 

‘감탄’, ‘예쁜’, ‘구스패딩’, ‘만족’, ‘할인’, ‘코트’, ‘가격’, ‘색

상’, ‘디자인’, ‘응원’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됐다. ‘감탄’, ‘예

쁜’, ‘만족’, ‘응원’은 친숙성에서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며, 

친숙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신뢰와 호의적 행동 유발에 긍정

적 영향을 나타낸다. 또한 ‘할인’과 ‘가격’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구스패딩’, ‘코트’로 

대표되는 브랜드의 고가 상품이 방송에서 소개된 타 제품에 

비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친숙성을 통한 신뢰 형성이 

불안감을 낮춰주어 브랜드의 고가 제품 라인에도 관심을 유

발하게 만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비춰볼 때, 백

화점 유형은 다른 2가지 유형에 비해 친숙성이 높게 나타나

는 유형이라 해석된다.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은 ‘구매욕구’, ‘진행자’, ‘최범석 디

자이너’, ‘제품’, ‘소재’, ‘디테일’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진행자’와 ‘최범석 디자이너’는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한 요

소이며, ‘제품’, ‘소재’, ‘디테일’은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을 갖춘 디자이너가 직접 제품을 설명하기 때문에 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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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shion� Live� Commerce� Keywords� by� Department� Store,� Designer� Brand,� Influencer� Host� by� Frequency

Department� store Designer� brand Influencer� host

Word Fq. Word Fq. Word Fq.

1 Admiration 2,042 Good 5,544 Beautiful 2,734

2 Beautiful 1,772 Beautiful 3,732 Good 2,493

3 Goose� padding 1,488 Color 1,874 Admiration 1,620

4 Satisfaction 1,193 Expectation 1,769 Cute 1,385

5 Discount 1,055 Price 1,561 Fabulous 925

6 Thickness 877 Admiration 1,478 Color 826

7 Coat 842 Purple 948 Host 598

8 Fabulous 808 Live� streaming 921 Live� streaming 498

9 Price 533 Cardigan 810 Matching 495

10 Warm 410 Cute 776 Request 484

11 Thursday� island 394 Purchase� desire 712 Product 464

12
Hyundai�

department� store
373 Host 699 Expectation 418

13 Allsaints 344 Weight 655 Cheering 382

14 Color 338
Choi� beom-seok�

designer
592 Warm 376

15 Design 316 Mint� 540 Hit 358

16 Cheering 309 Comfortable 527 Zara 347

17 Live� streaming 304 Size 487 Jacket 334

18 Benefit 302 Product 468 Pink 262

19 Sieg 299 Spring 454 One-piece 258

20 Quilting 276 Sweatshirt 395 Styling 257

21 Luxurious 274 Design 387 Branch 254

22 One-piece 272 Purchase 355 Bag 215

23 Cute 251 Point 355 Style 195

24 Underpants 241 Fabric 345 Purchase� desire 180

25
Year-end�

settlement
234 Pants 344 Product� inquiries 168

26 Calvin� klein 228 Fabulous 316 Pants 167

27 Matching 218 Detail 290 Denim� jacket 164

28 Jacket 217 Knit 283 Sold-out 160

29 Feminine 217 Indigo� 283 Fun 133

30 Size 207 Style 258 Price 131

Fq.=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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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shion� Live� Commerce� Keywords� by� Department� Store,� Designer� Brand,� Influencer� Host� by� TF-IDF
Department� store Designer� brand Influencer� host

Word TF-IDF Word TF-IDF Word TF-IDF

1 Admiration 4,145.038 Good 9,581.083 Beautiful 5,332.439

2 Beautiful 3,739.419 Beautiful 7,846.063 Good 5,098.714

3 Goose� padding 3,571.213 Color 5,228.176 Admiration 4,025.379

4 Satisfaction 3,420.85 Expectation 5,046.364 Cute 3,654.226

5 Discount 2,820.179 Price 4,633.179 Fabulous 2,836.475

6 Thickness 2,497.141 Admiration 4,474.054 Color 2,597.467

7 Coat 2,406.488 Purple 3,291.719 Host 2,108.264

8 Fabulous 2,347.868 Live� streaming 3,238.105 Live� streaming 1,862.872

9 Price 1,771.952 Cardigan 2,947.545 Matching 1,809.853

10 Warm 1,466.414 Cute 2,856.762 Request 1,786.583

11 Thursday� island 1,423.946 Purchase� desire 2,677.598 Product 1,734.667

12
Hyundai�

department� store
1,367.533 Host 2,637.715 Expectation 1,604.192

13 Allsaints 1,289.052 Weight 2,521.673 Cheering 1,497.924

14 Color 1,274.522 Comfortable 2,496.029 Warm 1,487.52

15 Design 1,212.964
Choi� beom-seok�

designer
2,331.06 Hit 1,434.363

16 Cheering 1,195.08 Mint� 2,177.222 Zara 1,398.361

17 Live� streaming 1,185.877 Size 2,021.347 Jacket 1,351.919

18 Benefit 1,170.993 Product 1,954.435 Pink 1,131.196

19 Sieg 1,162.345 Spring 1,946.638 One-piece 1,110.908

20 Quilting 1,095.15 Sweatshirt 1,713.171 Styling 1,108.602

21 Luxurious 1,095.026 Design 1,687.394 Branch 1,098.655

22 One-piece 1,083.127 Purchase 1,580.601 Bag 964.9557

23 Cute 1,019.671 Point 1,578.589 Style 894.2319

24 Underpants 991.8633 Fabric 1,544.008 Purchase� desire 840.8553

25
Year-end�

settlement
969.0288 Pants 1,540.534 Product� inquiries 795.4531

26 Calvin� klein 948.1472 Fabulous 1,441.05 Pants 791.7153

27 Matching 917.3415 Detail 1,347.383 Denim� jacket 781.4688

28 Feminine 914.1358 Knit 1,326.819 Fun 661.8083

29 Jacket 913.1335 Indigo� 1,322.776 Price 653.8563

30 Size 885.881 Style 1,228.872 Naverpay 638.8723

에 비해 제품에 대한 문의가 상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소통 과정 속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소비자

는 제품에 대한 정보 취득 욕구가 충족된다.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감은 형성되며, ‘구매 욕구’로 대변되는 구매 의지에

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은 상위 키워드로 ‘진행자’, ‘요청’, 

‘기대’, ‘응원’, ‘스타일링’, ‘구매욕구’, ‘제품문의’, ‘재미’가 

나타났다. ‘진행자’, ‘응원’, ‘기대’의 키워드들은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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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형의 주된 특성으로 파악되며, 대중적 영향력을 지

닌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진행할 시 팬덤과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스타일링’, ‘요청’, ‘제품문의’

는 인플루언서-사용자 간의 소통을 통한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서로의 거리감이 좁혀지게 되고, 이러한 관계에 기

반하여 보다 다양한 문의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구매욕구’는 진행자와 소비자 상호 간의 소통을 기

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유발된 만족감의 결과로 해석

된다. 

Table� 3.� Fashion� Live� Commerce� Keywords� by� Department� Store,� Designer� Brand,� Influencer� Host� by� Degree� Centrality
Department� store Designer� brand Influencer� host

Word Cd� Word Cd� Word Cd�

1 Thickness 0.048 Good 0.048 Beautiful 0.111

2 Goose� padding 0.039 Color 0.03 Fabulous 0.07

3 Discount 0.037 Beautiful 0.021 Good 0.066

4 Coat 0.037 Cardigan 0.014 Color 0.062

5 Allsaints 0.032 Cute 0.013 Cute 0.061

6 Underpants 0.032 Pants 0.01 Host 0.046

7 Thursday� island 0.031 Admiration 0.005 Product 0.046

8 Calvin� klein 0.031 Purple 0.005 Request 0.041

9 Sieg 0.029 Expectation 0.004 Warm 0.041

10 Beautiful 0.025 Price 0.004 Hit 0.034

11 Satisfaction 0.025 Live� streaming 0.004 ZARA 0.033

12 Admiration 0.022 Host 0.004 Admiration 0.031

13 Fabulous 0.017 Weight 0.004 Live� streaming 0.031

14 Luxurious 0.016 Mint 0.004 Jacket 0.031

15 Price 0.015 Product 0.004 Matching 0.024

16 Pants 0.014 Point 0.004 Styling 0.022

17 Live� streaming 0.011 Purchase� desire 0.003 Pink 0.02

18 Quilting 0.011
Choi� beom-seok�

designer
0.003 One-piece 0.019

19 Jacket 0.01 Spring 0.003 Branch 0.018

20 Design 0.009 Sweatshirt 0.003 Bag 0.016

21 Benefit 0.009 Design 0.003 Pants 0.015

22 Leather 0.009 Indigo 0.003 Denim� jacket 0.014

23
Hyundai�

department� store
0.008 Size 0.002 Style 0.013

24 Color 0.008 Purchase 0.002 Product� inquiries 0.013

25 One-piece 0.006 Fabric 0.002 Man 0.013

26 Feminine 0.006 Knit 0.002 Purchase� desire 0.01

27 Size 0.006 Request 0.002 Sightseeing 0.01

28
Year-end�

settlement
0.005 Fabulous 0.001 Expectation 0.009

29 Product 0.005 Detail 0.001 Size 0.009

30 Host 0.004 Fun 0.001 Women's� clothing 0.009

Cd� =Degree� Centrality

  

세가지 유형의 상위 키워드 분석 결과, 유형별로 개별 키워

드들이 지닌 의미가 연결되어 각각 구분되어지는 특성이 존

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화점 유형은 경제적 혜택 추구

를,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은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진행

자의 특성 추구를, 인플루언서 진행자는 진행자와 소통을 통

한 상호 관계 형성에서 유발되는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

에 의해 방송을 선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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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shion� Live� Commerce� Keyword� Network� in� Department� store�
(Visualization� done� by� authors� using� Ucinet)

2) 패션 라이브 커머스 유형별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분석 

및 네트워크 시각화

연결 중심성 값은 한 키워드에 다른 키워드들이 얼마나 연

결되어 있는지 정도를 의미하며, 연결 중심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날수록 연결된 관계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Freeman 

et al., 1979). 키워드 간의 연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간의 매트릭스를 형성해 연결중심성 

값을 도출하였다(Table 3). 또한 형성된 매트릭스를 기반하

여 백화점 유형(Figure 1),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Figure 2),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Figure 3)별로 연결 네트워크를 시

각화하였다. 

  세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연결 중심성 값을 보인 

키워드로는 ‘예쁜’, ‘색상’, ‘라이브방송, ‘진행자’, ‘제품’, ‘사

이즈’가 확인됐다. 이 결과는 앞서 분석한 빈도와 TF-IDF 

값에서 나온 키워드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화점 유형과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의 경우, ‘가격’, ‘색

상’, ‘사이즈’가 공통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백화점에서 ‘혜

택’과 디자이너 브랜드의 ‘포인트’가 유사한 의미를 지닌 키

워드로 확인되었다. 두 유형은 유통 방식에 따라 직접과 입

점 유통 방식, 직접 유통 방식으로 구분된다. ‘가격’, ‘혜택’, 

‘포인트’로 대표되는 경제적 혜택, ‘색상’, ‘사이즈’로 대표되

는 제품 속성이 공통적으로 높게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2가지 유형에서 모두 ‘진행자’가 상위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백화점에서는 30위에,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12위에 위치

하여, 이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진행자의 역할 중요성에서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백화점 보다 진행자의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행자 특성이 중요하게 확인된,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과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의 경우, ‘진행자’, ‘기대’, ‘구매욕구’, 

‘멋있는’, ‘귀여운’, ‘좋은’, ‘제품’이 공통된 키워드로 확인됐

다. ‘진행자’, ‘기대’와 함께 ‘멋있는’, ‘귀여운’, ‘좋은’의 키워

드를 통해 진행자와의 소통을 기반한 상호작용에서 촉발된 

관계가 소비자들의 특정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관계

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구매욕구’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된

다. 

  개별 유형에서 나타난 높은 연결 중심성 값을 지닌 상위 

키워드로는, 백화점 유형의 경우 ‘할인’, ‘가격’이,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의 경우 ‘진행자’, ‘최범석 디자이너’, ‘디테일’이,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의 경우 ‘진행자’, ‘요청’, ‘스타일링’, 

‘제품문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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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ashion� Live� Commerce� Keyword� Network� in� Designer� Brand
(Visualization� done� by� authors� using� Ucinet)

 

Figure� 3.� Fashion� Live� Commerce� Keyword� Network� in� Influencer� Host�
(Visualization� done� by� authors� using� Uc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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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라이브�커머스�유형에�따른�군집화�비교

유형별 상위 빈도 5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구조적 등위성 

분석인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백화점은 4개 집단, 

디자이너 브랜드는 3개 집단, 인플루언서 진행자는 3개 집

단으로 군집화되었다. 또한 세가지 유형에서 모두 ‘제품 속

성’, ‘라이브 커머스 제공 가치’가 공통 특성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패션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주된 동기가 제

품 구매이기 때문에 ‘제품 속성’ 군집으로 묶인 키워드가 나

타났으며, ‘라이브 커머스 제공 가치’ 군집을 통해 시청자이

자 소비자인 사용자가 패션 라이브 커머스가 제공하는 특성

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화점 유형은 총 4개의 군집이 확인됐으며, Group 1은 

‘제품 속성’, Group 2는 ‘브랜드 속성’, Group 3은 ‘혜택 및 

제품 추구 가치’, Group 4는 ‘라이브 커머스 제공 가치로’ 

명명하였다(Figure 4). Group 1 ‘제품 속성’ 군집은 ‘가죽’, 

‘자켓’, ‘코트’, ‘원피스’, ‘가디건’, ‘색상’, ‘예쁜’, ‘어울림’, 

‘귀여움’, ‘멋있는’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며, 제품 및 제품이 

Figure� 4.� CONCOR� Analysis� of� Department� Store�
(Visualization� done� by� authors� using� Ucinet)

지닌 소재와 색상, 느낌에 관한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Group 2 ‘브랜드 속성’ 군집은 ‘지이크’, ‘써스데이아일랜

드’, ‘올세인츠’, ‘캘빈클라인’으로 대표되는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확인되었다. Group 3 ‘혜택 및 제품 추구 가치’

는 ‘가격’, ‘선물’, ‘품절’, ‘혜택’, ‘디자인’, ‘착용감’ 등의 키

워드가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4 ‘라이브 

커머스 제공 가치’로는 ‘라이브방송’, ‘재미’, ‘시청’, ‘응원’, 

‘할인’, ‘구경’, ‘기대’ 등의 키워드로 나타나 라이브 방송이 

지닌 특성과 관련된 군집임을 확인하였다. 공통 군집을 제외

하고, 백화점 유형에서 구분되는 특성으로 나타난 군집은 

‘브랜드 속성’과 ‘혜택 및 제품 추구 가치’이다. 이는 판매되

는 제품의 브랜드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앞서 분석 결과로 나타난 경

제적 혜택 추구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라이브 

커머스 방식은 타 채널 대비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

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높은 

친숙성의 결과로 제품 구매의 불확실성과 위험 지각이 낮아

져 신뢰가 형성된 결과로도 판단된다. 



102� � � � � � 패션비즈니스�제25권� 3호

Figure� 5.� CONCOR� Analysis� of� Designer� Brand�
(Visualization� done� by� authors� using� Ucinet)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은 총 3개의 군집이 확인됐으며, 

Group 1은 ‘제품 속성’, Group 2는 ‘시청자 반응 및 문의’, 

Group 3은 ‘라이브 커머스 제공 가치’로 명명하였다(Figure 

5). Group 1 ‘제품 속성’ 군집은 ‘원피스’, ‘후드티’, ‘니트’,

‘벨트’, ‘코트’, ‘아이보리’, ‘보라색’, ‘민트색’, ‘파랑색’ 등 제

품군과 제품의 색상 관련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Group 2 

‘시청자 반응 및 문의’는 ‘재미’, ‘진행자’, ‘디테일’, ‘지퍼’, 

‘궁금’, ‘연결오류’ 등 방송 중 소비자가 진행자에게 능동적

으로 요청한 내용과,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충족되는 반

응에 관련된 키워드들로 군집되었다. Group 3 ‘라이브 커머

스 제공 가치’는 ‘라이브 방송’, ‘기대’, ‘요청’, ‘포인트’, ‘감

탄’, ‘최범석 디자이너’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라

이브 커머스의 특성 중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과 같은 제품 

전문성을 지닌 진행자에게 얻게 되는 욕구 충족 가치들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은 총 3개의 군집이 확인됐으며, 

Group 1은 ‘제품 속성’, Group 2는 ‘제품 외적 가치’, 

Group 3은 ‘라이브 커머스 제공 가치’로 명명하였다(Figure 

6). Group 1 ‘제품 속성’ 군집은 ‘디자인’, ‘청자켓’, ‘신발’, 

‘여성복’, ‘제품’, ‘시즌제품’, ‘스타일링’, ‘분홍색’, ‘보라색’,

‘핏’ 등 제품의 속성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군집을 이루었다. 

Group 2 ‘제품 외적 가치’는 타 유형과 구별되는 군집으로, 

‘독특한’, ‘시원한’, ‘고급스러운’, ‘예쁜’, ‘소화’, ‘스타일’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 속

키워드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제품이 지닌 특정 느낌이나 

가치가 묶여진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를 대표할 수 있게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Group 3 ‘라이브 커머스 제공 가치’ 

군집은 ‘포인트’, ‘구경’, ‘요청’, ‘기대’, ‘제품문의’, ‘라이브방

송’, ‘재미’, ‘응원’, ‘취향저격’, ‘네이버페이’ 등이 구성 키워

드로 확인되었다. ‘재미’ ,‘취향저격’, ‘응원’의 키워드는 인플

루언서 진행자가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으로 

해석된다. 인플루언서 진행자와 상호 간의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 참여성이 높아지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도 판

단된다. 이는 팬덤과 유사한 심리 작용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유형별로 구분되는 군집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군집이라도 이를 구성하는 키워드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이

루어지며, 이러한 해석에는 유형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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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COR� Analysis� of� Influencer� Host�
(Visualization� done� by� authors� using� Ucinet)

V.� 결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생은 일상 곳곳에서 급격한 변화

를 유발하였으며, 현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

기와 이동 제한 등으로 오프라인 구매 위축 현상이 발생하

였으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의 판매 및 구매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색다른 쇼핑 경험 욕구와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라이브 스트리밍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가 빠

른 성장을 이루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모바일 환경과 오

프라인 환경을 연결하여 방송의 진행자이자 판매자가 제품

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댓글창을 통해 판매자와 소통이 가능

하다. 이러한 특성은 심리적 거리감과 인지 불확실성을 낮추

어 실제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Zhang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방송의 진행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통으로 

유발된 상호작용과정 통해 패션 라이브 커머스 유형별로 구

별되는 특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온라인을 비롯한 비대면

적 환경에서 소비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형성 및 불확

실성 감소와 호의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친숙성 이론과 개인

별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고자 특정 매체를 

선택한다는 이용과 욕구 충족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을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선

정하고, 유통 방식과 진행자 특성에 따라 패션 라이브 커머

스의 하위 카테고리를 구분하였다. 선정된 유형은 입점 유통

과 직접 유통이 함께 나타나며 전문 쇼호스트와 브랜드 관

련 진행자가 방송을 진행하는 백화점 유형, 직접 유통 방식

과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디자이너가 방송을 

진행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 브랜드의 의뢰를 받고 브랜

드를 대표해 영향력과 인지도를 지닌 개인이 방송을 진행하

는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이다.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

해, 실시간 방송 중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인식을 

대변하는 실시간 댓글을 수집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후 빈

도와 TF-IDF 값 기준 상위 키워드를 선발해 의미연결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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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CONCOR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결 중심성 값을 도출

해 상위 키워드를 분석했다. 

  패션 라이브 커머스 제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을 판매되는 공간이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상호 간의 관

계 형성을 통해 욕구 충족과 구매 욕구가 발생한다. 따라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제품 구매가 방송 참여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제품 속성 키워드가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상위에 나타났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

이 진행되며 즉각적인 상호소통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타 채널과 구분되는 

특성과 관련된 키워드 역시 상위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백화점 운영 유형의 경우 친숙성이 타 유형 대비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환경에서 제품 구매 

시 불확실성과 위험 지각을 줄이는 것이 주요 관건으로 꼽

히는데, 친숙성이 높아질수록 신뢰와 호의적 행동 유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백화점 유형에서 나타난 상위 

키워드 중 감탄, 예쁜, 만족, 응원 등이 친숙성에서 유발된 

키워드로 해석된다. 또한 할인, 가격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 

관련 키워드와 브랜드 속성이 확인되는 제품이 상위 키워드

로 나타났다. 대중적으로 백화점은 비교적 고가의 브랜드 제

품이 판매되는 유통 채널로 인식되며, 라이브 커머스는 타 

채널 대비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사료된다. 친숙성을 통해 형성된 

신뢰가 브랜드 속성이 나타나는 고가 제품 라인에도 높은 

관심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

로, 구별되는 군집 유형은 브랜드 속성과 혜택 및 제품 추

구 가치로 확인되었다. 

  디자이너 브랜드 유형은 전문성을 지닌 진행자와의 소통

을 통해 제품 정보 탐색,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이 이루어지

며, 소비자이자 사용자인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다.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감이 형성되며 이는 구매 욕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위 키워드로 진행자, 최범

석 디자이너, 제품, 소재, 디테일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이는 방송 진행자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디자이너 브

랜드 유형의 진행자가 제공하는 주된 특성 중 하나인 제품 

전문성과 연관된 결과로 해석된다.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을 갖춘 디자이너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

고, 소비자는 개인이 지닌 제품에 대한 주관적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소재나 디테일에 관련된 질문을 문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만족감이 형성되며, 구매 

욕구 키워드로 대변되는 구매 의지가 생성되는 것이라 해석

된다. 시청자 반응 및 문의 군집이 타 유형과 구분되는 군

집으로 나타났기에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인플루언서 진행자 유형은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시청자인 소비자와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관계

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반응을 통

해 사회적 실재감이나 참여성이 높아지며,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분석 결과로 나타난 진행자, 요청, 

기대, 응원, 제품 문의, 재미 등의 상위 키워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 초반에는 영향력을 지닌 진행자를 

통해 응원과 기대와 같은 팬덤과 유사한 심리가 유발된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에 따라 신뢰가 형

성되고, 요청과 제품 문의 같은 의견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군집 분석 결과로는 제품 외적 가치 군집이 구분되는 특성

으로 나타났다. 방송 진행을 통해 반응과 소통의 교류가 이

루어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진행자가 소개하는 제품 내

용과 외적 이미지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나타난 군집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는 패션 라이브 커머

스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나 획득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인

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추구하거나 얻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송에 참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수집하고 정

제하여 분석을 하는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패션 라이브 커머스에 지닌 인식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학술

적 의의를 지닌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방송 계획 수립 단계

에서 패션 라이브 커머스 유형에 따라 소개될 제품의 선정, 

예상 질문 및 요청 사항 준비, 방송 중 진행자의 핵심 소통 

지점, 제품 설명 시 강조할 부분을 설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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