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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wing number of fashion brands and retailers are actively adopting live streaming 
as a new marketing channel. In spite of the increasing use of live commerce, the 
effects of live streaming commerce on customer purchasing behavior for fashion 
products are not fully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consumers’ attitudes toward a purchase via fashion live streaming commerce 
(FLSC) and intention to use FLSC. The study also investigated whether consumers’ 
expenditure on fashion and time spent on mobile shopping moderate the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variables. A total of 23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group comparison tests 
using SPSS and AMOS. A summary of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the attributes of FLSC (ease of use, economic efficiency, 
interactivity, and enjoy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 toward a purchase via 
FLSC. The ease of use and economic efficiency of FLSC, in particular, have greater 
impacts on attitudes than other factors. Secondly, attitudes toward FLSC positively 
impact the intention to use FLSC. Lastly, the results of group comparisons, by fashion 
expenditure and time spent on mobile shopping respectively, hold no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among the variabl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consumers are 
more likely to use FLSC as they form a positive attitude by the attributes of FLSC 
mentioned earlier. The study provides some insights on an exploration of live 
streaming commerce for fashion product sales.

Keywords: live streaming commerce(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attributes of live 
streaming commerce(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속성), mobile shopping(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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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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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Park & Kim, 2020).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가장 먼저 성장세를 보인 

곳은 모바일 상거래와 왕홍 마케팅이 활발한 중국으

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시장이 성장하였다. 2023년에는 중국의 라이브 스트

리밍 커머스 매출액이 총 온라인 거래액 중 20.3%를 

차지하는, 약 2조 8,548억 위안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2020). 국내에서는 2016년 소셜 커머스 플

랫폼 ‘티몬’이 가장 먼저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한 

‘티몬라이브TV’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플랫폼 내 자

체 서비스 ‘티비온(TVON)’을 출시하여 라이브 쇼핑 

방송을 진행해왔다(Kim, 2018). 최근 비대면 소비의 

증가세에 힘입어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 중이며, 2023년까지 약 8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Oh, 2020). 국
내 대표 IT 기업 네이버도 2020년 7월 라이브 스트리

밍 커머스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 이는 2023년까지 

4.2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Park & 
Kim, 2020). 

국내 패션 브랜드와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성장 가능성을 인지하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서비스, 혹은 ‘그립

(grip)’이나 ‘소스(sauce)’라이브 등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전용 플랫폼과 협업하여 라이브 방송 판매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서는 방송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제시

되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소비자 대신 

착용해보고, 제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상이지만 간접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러한 생동감 있는 쇼핑 경험은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전문 플랫폼 ‘그립’은 

평균 시청률 대비 구매 전환율 25% 이상을 기록하면

서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패션 브랜드 ‘커버낫’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의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해 방송 1시간 만에 약 

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Hong, 2021; Yang, 
2021). 소비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해 얻은 

쇼핑 경험은 구매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라

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

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시장이 일찍 자리잡은 

중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Deng, 2020; 
Ding, 2018; Hao, 2020; He, 2021; Song & Im, 2020; 
Sun, Shao, Li, Guo, & Nie, 2019; Wang, Lee, & Lee, 
2018; Wen, 2020).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Kim(2018)이 국내 첫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플랫폼인 ‘티비온’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경험 만족에 대한 연구(Kim & Park, 2020)가 진행되

었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속성이 몰입(I. 
H. Choi, 2021; P. S. Kim, 2021), 지속 시청 의도(Cha, 
2021), 신뢰(Song, 2019), 지각된 가치(Lee, 2021)를 

거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이처럼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와 관련된 다양

한 변인 간의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행동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소비자의 행동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 태도와 행동의도의 인과적 관계

를 근거(Yoh, 2002)로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가 지각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속성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패션 시

장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새로운 마케팅 및 

판매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선행연구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제품 분야를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일반적 관점의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였으

며, 패션 제품 분야를 중점으로 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제품군의 라이브 스트리밍 커

머스를 패션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fashion live 
streaming commerce, FLSC)로 정의하여, 소비자가 지

각하는 FLSC의 속성이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

도와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가 소비자의 패션 

제품 구매액의 수준과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집단 비교 분석을 통해, FLSC
를 통한 구매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류패션 

분야에서 FLSC에 대한 소비자 행동 연구 발전에 기여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주목하기 시작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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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업계가 소비자의 FLSC 이용행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판매 채널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Review� of� Literature

1.� Live� streaming� commerce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는 ‘라이브 방송(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단

어로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Choi, 2020). 
생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점에서 기존의 TV홈

쇼핑과 유사하지만, 방송을 시청하는 모바일 화면에

서 채팅 창을 통해 즉각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동시에 제품 상세페이지를 둘러보고 바로 

구매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 방송인과 인플

루언서가 출연하기도 하지만 개인 판매자가 직접 방

송을 진행하며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또한 TV홈쇼핑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방송

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방송이 아닌 통신매체로 분류되어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기 때문이다(Seo, 2020).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

머스를 서비스 런칭 일자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정보기술 플랫폼 기반의 네이버

와 카카오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

었고, 그립이나 소스의 뒤를 이어 다양한 라이브 스트

리밍 커머스 전문 플랫폼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이나 TV홈쇼핑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티

몬, 현대홈쇼핑, 인터파크 등의 리테일러들이 자사 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독자적인 라이브 스트

리밍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라

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플랫폼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형 리테일 업체뿐만 아니라 자본규모가 적은 중소

상공인들도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

매에 참여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Choi, 2020).

2.� The� attributes� of� fashion� live� streaming�

commerce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기술적 혹은 기능적, 실용적, 쾌락적 측면에서 그 속

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라이브 스

트리밍 커머스의 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Kim and Heo(2021)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

스의 경제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이 몰입을 매개로 구

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 S. Kim 
(2021)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속성 외에도 사용 

편리성이 추가되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경제

성, 유희성, 상호작용성, 사용 편리성 지각이 지각된 

유용성과 몰입을 거쳐 구매의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다. Song(2021)의 연구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정보성, 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을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요인으로 제시하였

다. 한편,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속성 중 사용 편

리성에만 초점을 두고 가치 요인과 구매의도에 미치

는 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거나(Lee, 2021), 상호작용성 

또는 유희성을 중점으로 이용의도 및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도 있었다(Choi & Jeon, 
2021; M. Y. Choi, 2021; Jung & Chung, 2021).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통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

스의 속성을 정리하자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은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속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속성들

에 대한 지각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라이브 스트리

밍 커머스의 속성들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

서도 동일하게 지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FLSC
의 속성을 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 상호작용성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FLSC의 속성 

지각이 FLSC의 이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믿음, 태도, 행동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대표적 

심리 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과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는 개인의 믿음과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 행동

의도, 행동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Ajzen, 
1991; Ajzen & Fishbein, 1980; Lee & Lee, 2021). 개
인의 특정 대상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태도는 곧 미래의 행동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FLSC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 즉 FLSC의 속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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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s of domestic live streaming commerce services

Company name Service name Launch date Category

IT platform
NAVER NAVER Shopping 

Live July, 2020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digital coupons/tickets

Kakao Kakao Shopping Live October, 2020 Fashion, beauty, food, home, electronics, 
kids, fitness, digital coupons/tickets

Live streaming
commerce 
platform

Grip Grip August, 2018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Mobidoo Sauce Live May, 2019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Vogoplay VOGO October, 2019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VOLLA VOLLA May, 2020 Fashion

Retailer

TMON TVON September, 2017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digital coupons/tickets, tour

Hyundai Home 
Shopping Showping Live November, 2018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digital coupons/tickets

NS Shopping Thing Live April, 2019 Fashion, beauty, food, 
home appliances, pet

Lotte Department 
Store 100Live December, 2019 Fashion, beauty, food, home products, 

appliances

11Street Live11 February, 2020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digital coupons/tickets, tour

StyleShare StyleShare Live February, 2020 Fashion, beauty

Interpark Interpark TV March, 2020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digital coupons/tickets, tour

CJ ENM Shock Live June, 2020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CJ Olive Young All Live June, 2020 Beauty

Eland Retail Live Deal August, 2020 Fashion, food, kids, home products, 
appliances, digital coupons/tickets

HANDSOME Handsome TV September, 2020 Fashion, beauty

SSG.COM SSG.LIVE October, 2020 Fashion, beauty, food, kids, 
home products, appliances

Home and 
Shopping Pang Live November, 2020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pet, furniture, 

digital coupons/tickets, tour
Shinsegae 

International S.I.LIVE December, 2020 Luxury fashion/beauty, artworks, 
furniture

MUSINSA MUSINSA LIVE January, 2021 Fashion

AK S&D ShaSha Live March, 2021 Fashion, beauty, food, electronics, 
kids, home appliances, tour

GS SHOP Shoppy Live May, 2021 Fashion, food, kids, home products, 
appliances, digital cou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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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

고, 형성된 태도가 FLSC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Ease�of�use

사용 편리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이나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

를 말한다(Davis, 1989). Childers, Carr, Peck, and 
Carson(2001)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사용 편리성이

란, 뉴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쇼핑에 관여하는 과정에

서 느끼는 편리함의 정도라고 하였다. 라이브 스트리

밍 커머스는 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온라인 쇼

핑에 속한다. 여기서 사용 편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는 제품 구매 시 기존 모바일 커머스의 결제 시

스템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과 동시에 정보 

검색, 쇼핑, 그리고 결제가 몇 번의 터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IT 기업의 양대 산

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의 라이브 스트리밍 커

머스에 자사의 페이 시스템을 접목하여, 라이브 스트

리밍 방송을 시청하는 동시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

용하여 구매하도록 한다(J. Y. Choi, 2021). Kim, 
Hwang, and Cho(2015)에 따르면 모바일 플랫폼을 통

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그 과정이 쉽고 

편리하다고 지각할수록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며 즐거

움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FLSC에서도 사용 편리성

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는 사진과 글 중심의 전통

적인 모바일 쇼핑 방식을 넘어,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실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

에서 사용 편리성을 가진다. 특히, 영상 시청과 동시

에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며 판매자와 실시간 상호작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온라인을 이용한 패

션 제품 구매 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질문

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Sun et 
al., 2019). 패션 제품은 물리적인 시연과 재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판매자와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함

으로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ong & Lee, 2020). 온라인 패

션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사진과 같은 2D 기반의 

제품 정보보다 3D 기반의 시각적 정보, 즉 입체적이

고 상세한 제품 정보를 얻을 때 사용 편리성을 더 높

게 지각하며, 이에 따라 해당 쇼핑 플랫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Lee & Rha, 2007). 따라서 

FLSC를 통해 영상으로 패션 제품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의

사결정과정에서 사용 편리성을 높게 지각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라이

브 스트리밍 커머스 관련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지각

된 사용 편리성이 사용자의 반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Song(2021)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사용 편리성이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높아진 몰입도와 만족도는 재구매의도를 증

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Lee(2021)의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사용 편리성이 쾌락적 가치와 지

각된 가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구매의도

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

은 FLSC를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쉽고 

편리하다고 느낄수록 FLSC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

밍 커머스를 통한 패션 제품 쇼핑이 쉽고 편리한 정도

를 사용 편리성(ease of use)으로 정의하였으며, FLSC
의 사용 편리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FLSC의 사용 편리성은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Economic� efficiency

가격은 전통적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상

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으

며, 손쉽게 가격비교가 가능한 온라인 시장에서는 가

격이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Moon & Park, 
2007; Song, 2021). 패션 제품은 다른 제품군보다 상

대적으로 가격 범위가 넓고, 유행의 영향으로 인해 가

격의 변동이 큰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류패션 

제품 구매 시 가격 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

는 경향을 보인다(Shin & Cho, 2002). Choi, Lim, and 
An(2013)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가치를 위

해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적절한 가격대로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는 다른 쇼핑 채

널보다 유통 수수료가 낮아 판매자가 제품을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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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으로 제공(Choi, 2020)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라이

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판매자들은 방송 중에 시청자

에게 다양한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나 무료배송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Park 
& Shin, 2021).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

밍 커머스의 가격적인 혜택이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Park and Shin(2021)은 패

션과 관련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서 제품 가격

을 할인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신뢰에는 영향력이 없

지만 판매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원 신뢰는 

구매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Song 
(2021)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한 패션 및 뷰

티 제품 구매가 경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재구매의도가 증가하

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의 경제성 지각은 패션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행

동의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제품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도

를 경제성(economic efficiency)으로 정의하고, FLSC
로부터 지각하는 경제성이 FLSC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H1-2: FLSC의 경제성은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Enjoyment

유희성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활동이 기술

의 도구적 가치 지각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개인적으

로 즐겁게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Shin, 2013). 온
라인 쇼핑의 맥락에서 유희성은 놀이와 마케팅이 융

합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entertainment-marketing)
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소비자가 상업적 마케팅이 주

는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함으

로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Oh & Kim, 2014). Park, Lee, and Park(2019)
은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환경이 상품 구매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품 구매가 가능해

지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패션 제품군의 경우에도 그동안 주 소

비패턴이 제품 검색과 가격비교를 통해 구매하는 것

이었다면,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나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한 콘텐츠 중심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Hwang, 2021) 유희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는 방송 동안에 퀴즈나 사

은품을 제공하는 등, 채팅 창으로 실시간 이벤트를 진

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고, 방

송 콘텐츠에 예능 형식을 결합한 쇼핑 콘텐츠로서 차

별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나의 사례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콘텐츠 강화를 위해 호스트 ‘리코’가 시청자

와의 소통과 함께 쇼핑 미션을 수행하는 ‘리코의 도

전’을 진행한 결과 약 30만 명의 시청 회수를 달성하

였다(Ahn, 2020; M. H. Kim, 2021). 또한 라이브 스트

리밍 커머스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

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제약이 적은 편이다. 
패션 제품의 경우, 판매자들이 스튜디오가 아닌 백화

점 매장이나 개인 매장에서 제품을 선보이기도 하는

데,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생생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Park and Shin(2021)의 연구는 패션 제품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유희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판매자와 제품

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구매의도 또

한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소비자들은 라이

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유

희성 지각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한 패션 쇼핑이 재미있고 즐거운 정도를 FLSC의 

유희성(enjoyment)으로 정의하였고, 패션 제품 라이

브 스트리밍 커머스에서 유희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태

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3: FLSC의 유희성은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Interactivity

상호작용성은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으로 여

겨져 왔으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모든 뉴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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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Morris & Ogan, 1996). 
Fortin and Dholakia(2005)는 상호작용성을 커뮤니케

이션 시스템이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매체를 통해 쌍

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라고 하

였는데, 예를 들면 영상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자메일처럼 저장 및 전송 방식으로,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온디맨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의사소

통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Hoffman and Novak 
(2006)은 컴퓨터 매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성을 두 

가지 차원, 즉 인적 상호작용성(person-interactivity)과 

기계적 상호작용(machine-interactivity)으로 설명하였

다. 여기서 인적 상호작용성이란 매체를 통한 사람 간

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기계적 상호작용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콘텐츠에 접근할 때에 발생하는 사람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이 두 종류의 상호작용

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양과 교환되는 메시지의 

깊이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적 상호작용이 기계적 

상호작용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

다(Won & Lee, 2007).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높은 인적 상호작용 환경을 가

지고 있다. 정보 교환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기

반으로 하는 플랫폼으로서 방송을 시청하면서 ‘좋아

요’ 버튼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거나, 채팅 서비스를 통

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상호작용

성을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속성 중 하나로 언급

하고 있다.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라이브 스트리밍 커

머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높아진 만족도

가 구매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Kim 
& Park, 2020; Song, 2021). 패션과 관련된 라이브 스

트리밍 커머스에서는 특히 제품의 소재나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의하는 소통 과정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정보 취득 욕구가 충족되면서 만족감이 형성된

다(Gwak & Lee, 2021). 여기서 만족은 태도의 구성개

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Algahtani & King, 1999), 
이용자 만족보다 이용자 태도가 정보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더욱 설명력이 높은 선행 조건이자 예측 변수

라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된 바 있다(Algahtani & King, 
1999; Melone, 1990). 즉 패션 제품 관련 라이브 스트

리밍 커머스에서 상호작용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

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FLSC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FLSC를 사

용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의사전달이 쉽고 쇼호스

트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H1-4: FLSC의 상호작용성은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Attitude� and�behavioral� intention�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인과적 관계

는 구매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구조로 알려져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연구에서는 특정 전자상

거래의 속성과 태도,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통해 

실제 이용 및 구매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동적 이론의 근거는 Fishbein 
and Ajzen(1975)의 특정 대상에 대한 믿음(belief), 태
도(attitude),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의 인과관

계이며, 이는 사회심리학의 대표적 이론으로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다수의 선행연

구에서 사용되어 왔다(Yoh, 2002). Park, Lee, and Lee 
(2015)에 의하면 인지적 학습 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에 기반하여 소비자는 구매에 선행하여 대상의 

속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하고 형성

된 태도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Fishbein and 
Ajzen(1975)은 개인의 행동은 자발적 통제에 의해 영

향을 받으므로 행동 이전에 행동의도가 선행되며, 이
러한 행동의도는 대상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믿음

(belief)이 그 대상에 대한 태도(attitude)를 결정하며, 
태도가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영향을 미침

에 따라 행동(behavior)을 결정짓게 된다는 개념적 구

조가 제시되었다(Fishbein & Ajzen, 1975).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행동의도 관계를 바

탕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속성 지각, 태도, 
행동의도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Jung and Chung 
(2021)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유희성의 하위차

원을 상호작용, 인지, 성취, 감각으로 구분하여 이러

한 유희성 지각이 시청자로 하여금 긍정적 태도를 형

성하게 만들고, 긍정적 태도가 이용의도를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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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FLSC 이용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태도와 행동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바탕으로 FLSC의 속성 지각이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에, 태도는 FLSC의 이용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음과 같이 

가설을 제시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H2: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는 FLSC의 이

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Consumer�behavior�according�to�spending�on�

fashion

구매액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포함되는 요소 중 

하나로 기업의 매출 혹은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

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Kwak & Yoh, 2020). Kim, 
Choo, and Kim(2008)에 의하면 마케팅 분야의 연구

에서는 80%의 매출이 20%의 소비자로 인해 발생한

다는 파레토 법칙이 소비자 행동의 기본 원칙으로 적

용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기업이 매출이나 이익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소수의 고객, 즉 대량 소비 고객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서 대량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

였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액이나 사용량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를 대량 구

매자와 소량 구매자로 구분하여 그들의 특성이나 구

매행동에 대해 분석해왔다. Kim, Moon, Choo, and 
Yoon(2011)은 대량 구매자(heavy buyers)란 구매액이

나 구매량이 많은 소자로 정의한 바 있다. Goldsmith, 
Moore, and Beaudoin(1999)은 의복 대량 구매자에 대

한 연구에서 의류 제품 구매액의 수준이 높은 소비자

를 가리켜 대량 구매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의
복 사용량(clothing usage)에 대하여 매달 의복을 구매

하는 데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패션 제품 구매액의 수준에 따라 나

타나는 소비자의 특성과 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해왔

다. Goldsmith(2000)는 의복 대량 구매자가 소량 구매

자보다 패션에 대해 더욱 혁신적이고 박식할 뿐만 아

니라 가격에 덜 민감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Jeong(2015)은 의복 지출, 소비자 혁신

성, 그리고 위험 지각 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

데, 의복 구매액이 높을수록 소비자 혁신성이 높고, 

구매 시 지각하는 위험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Yoon, 
Kim, and Choo(2020)는 해외직접구매를 통한 패션 

제품의 월 평균 구매액과 구매빈도에 따라 대량 구매

자와 소량 구매자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사이에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쇼핑가치와 지속이용의도의 인

과적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

과에 따르면, 해외직접구매의 경험이 많은 대량 구매

자가 소량 구매자에 비해 쾌락적 가치가 호기심에 미

치는 영향력이 높았으며, 지속사용의도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의 구매행

동에 대한 Kwak and Yoh(2020)의 연구에서는 패션 

제품 구매액이 큰 집단이 작은 집단 보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접한 패션 제품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은 인플루언

서의 유형(mega, macro, micro)이 패션 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 순서에서 차이를 보였다. 
상기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패션 제품의 구매액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특성과 온라인 패션 구매행동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FLSC와 관련된 구매액 집단별 구매행동의 차이를 제

시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새로운 온라인 쇼핑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의 패션 제품 구매행동이 구매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향후 시장세분화를 

통한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의 수준에 따른 집단별

로 FLSC의 속성 지각과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와 FLSC의 이용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다.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

자 한다. 

H3: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의 수준에 따라 FLSC의 

속성 지각과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 
FLSC의 이용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5.� Consumer� behavior� according� to� time� spent�

on�mobile� shopping�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쇼핑

의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 중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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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의 이용률은 65.4%로, 컴퓨터를 통한 쇼핑 이

용률보다 19.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2021). 또한 인터

넷 쇼핑의 주요 품목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특히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 액세서리’가 81.8%로 나타

났다. 모바일 쇼핑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의류패션 

제품군의 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쇼핑에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아

보는 것은 모바일 패션 쇼핑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모바일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는 모

바일 이용자의 쇼핑 시간에 따른 소비자 특징을 다양

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매연기에 관한 Jo, Park, and 
Cheon(2016)의 연구는 모바일 쇼핑 시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보다 구매과정에서 구매를 연기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밝혔다. 모바일 쇼핑이 높은 집단은 구

매상황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으므로 구매의사결정과

정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구매를 연기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다(Jo et al., 2016). Yoon 
(2021)은 월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른 집단 간의 

평균 차이 분석을 통해 모바일 쇼핑 시간이 긴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쇼핑사이트에 대한 관계몰입(감정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이 높다는 결과를 밝

혔다. 또한 감정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의 수준이 높을

수록 구매의도가 증가하고, 규범적 몰입의 수준이 높

은 경우에는 쇼핑 환경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참

여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21). 이
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은 모

바일 쇼핑 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른 집단 간

에 FLSC의 속성 지각과 태도 및 이용의도의 인과관

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H4: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라 FLSC의 속성 

지각과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 FLSC
의 이용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Research�Method

1.� Research�model

본 연구는 패션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FLSC)의 

속성(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 상호작용성) 지각

이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와 FLSC의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관계에 있어서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 수준과 평

균 모바일 쇼핑 시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계된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2.�Measurement� scales�

본 연구에서 패션 제품은 의류와 속옷, 가방, 신발, 
쥬얼리 및 액세서리, 시계, 안경 및 선글라스, 그리고 

화장품 및 향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설문 

시작 전에 응답자에게 본 정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는 FLSC의 속성, 

태도, 이용의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FLSC의 속성 

중 ‘사용 편리성’은 Bae(2015)와 Qiao(2020)의 연구

를, ‘경제성’의 문항들은 Bae(2015)와 Wen(2020)의 

연구를, ‘유희성’은 Kim(2018), Wen(2020)의 연구를, 
‘상호작용성’은 Kim(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

였고, 이를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각 4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태도는 Lee(2015)의 연구를 토대로 

총 4문항의 의미미분법 척도로 측정하였고, 이용의도 

항목은 Hong(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 항목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응답자 본인을 위해 지출

한 월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

다.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 항목은 ‘10분 미만’, ‘10분 

이상 30분 미만’에 응답한 자료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중 해당

되는 곳에 선택하도록 다지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3.�Data� collection�and� sample�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을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라이브 스트

리밍 커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라이브 스

트리밍 커머스의 개념적 설명을 설문의 첫 부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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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설명 내용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란 주

로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라

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을 실시간으로 선보이고, 시청

자들이 그 화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

상거래 형태입니다”로 제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에

게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스크리닝 문항을 제시하여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10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이

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30개의 응답 자료만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탐색

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다중집

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표본의 성별은 여성이 83%(191명), 남
성이 17%(39명)로 나타났다. 둘째, 표본의 평균 연령

은 만 24세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은 학생이 64.8% 
(149명)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 10%(23명), 관리/사
무직이 9.6%(22명),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5.2%(12
명), 무직이 4.8%(11명), 주부가 2.2%(5명), 자영업이 

1.7%(4명), 판매/영업직이 1.3%(3명), 노동/생산직이 

0.4%(1명)로 나타났다. 넷째,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4.87%(80명)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9.1%(44명),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6.5%(38명), 500만 원 이상이 

13.5%(31명),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0.9% 
(25명),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5.2%(12명)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다섯째, 수집된 표본의 월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은 24.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쇼핑을 

하는 시간은 10분 이상 30분 미만이 38.3%(88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27.8%(64명),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14.3%(33명), 10분 미만이 

10.9%(25명), 2시간 이상이 8.7%(20명)로 나타났다.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경험

을 묻는 문항에서 구매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23.5%(54명), 구매경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76.5% 
(176명)였다. 모든 응답자들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

스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실제로 제품을 구매

해 본 응답자는 아직까지 전체 인원의 1/4 이하인 것

을 알 수 있다. 구매경험이 있는 54명의 응답자를 대

상으로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구매한 품목에 대해 조

사한 결과, 의류 제품이 74%(40명)로 가장 많이 구매

<Fig.� 1>�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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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목이었으며, 다음으로 화장품 및 향수가 33.3% 
(18명), 가방이 18.5%(10명), 신발이 16.7%(9명), 쥬

얼리가 14.8%(8명), 속옷이 9.3%(5명), 시계가 5.6%(3
명), 안경 및 선글라스가 3.7%(2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구매경험이 있는 5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했던 라이브 스트리

밍 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조사

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가 50%(2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 46.2% 
(25명), ‘카카오쇼핑 라이브’가 18.5%(10명), ‘티몬 

TVON’이 11.1%(6명), ‘스타일쉐어 라이브’가 9.3%(5
명), ‘엘롯데 100Live’가 5.6%(3명), ‘그립’, ‘잼라이

브’, ‘소스 라이브’를 통한 구매자가 각 1.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플랫폼으로 응답자가 직접 작

성한 응답은 ‘유튜브(1명)’와 중국의 ‘타오바오(1명)’
가 있었다. 

Ⅳ.� Results

1.� Verific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variable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Cronbach’s α의 수

치는 사용 편리성이 .805, 경제성이 .903, 유희성이 

.873, 상호작용성이 .823, 태도가 .890, 이용의도가 

.914로 나타났으며, 모두 .800 이상의 값으로 확인되

어 모든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측정변수 중 사용 편리성과 상호작용성

에서 각 1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최종적인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 χ2의 값

은 301.327(df=174, p<.001)이며, Normedχ2의 값은 

1.732로 기준값인 3 이하의 적합한 수치임을 확인하

였으며, NFI는 .908, IFI는 .959, TLI는 .950, CFI는 

.959, RMSEA는 .05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

하였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들의 표준

화계수를 확인한 결과,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그 범위가 .680에서 .910까지 적절한 수치로 나타

났다. 이후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을 계산

하였다. 사용 편리성과 상호작용성의 경우에는 AVE
값이 .467과 .472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의 일반적인 기

준값인 .500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개념신뢰도(CR)의 

값은 각 .724와 .726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

는 데 유의미한 값인 .700을 초과하였다. 개념신뢰도

값이 유의미한 기준치 이상일 경우 AVE값이 .500보

다 다소 작더라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Fornell & 
Larcker, 1981) 사용 편리성과 상호작용성에서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외의 변수들의 

AVE값은 모두 .5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

값 또한 모두 .70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한편, 판별타당성의 경우에는 모든 잠재변수

의 AVE값이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Table 3).

2.�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attributes� of�

FLSC,� attitude,� and� intention� to�use

가설을 검증하기 앞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의 적합

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χ2=312.444(df=178, p=.000), 
Normedχ2=1.755, NFI=.905, IFI=.957, TLI=.948, 
CFI=.956, RMSEA=.057로 나타나 모형 적합성을 확

보하였다. 먼저 FLSC의 속성인 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이 FLSC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사용 편리성의 지각은 FLSC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β=.37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1은 채택되었다. 모바일 기기를 매

개로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이용한 패션 쇼

핑이 쉽고 편리하다고 지각할수록 FLSC에 대한 긍정

적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의 지각

은 FLSC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β=.359,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H1-2는 채

택되었다. FLSC로부터의 경제적 혜택이 판매원과 제

품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

구 결과(Park & Shin, 2021)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경

제성 지각은 판매자나 제품에 대한 신뢰 형성과는 관

련이 없는 요인일 수 있지만, FLSC 자체에 대한 긍정

적 태도 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희성의 지각은 FLSC에 대한 태도에 정

적인 영향(β=.167,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3은 채택되었다. 즉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

해 패션 제품을 쇼핑할 때, 컨텐츠나 소통 과정에서 재

밌고 즐거운 감정을 느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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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Results of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Item Std. factor 
loading SE CR

Ease of use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would be easy 
to use. .816 - -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would be 
convenient to order. .774 .094 11.066***

Learning how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would be easy. .698 .086 10.126***

Economic 
efficiency

FLSC would offer a reasonable price for fashion products. .812 - -

I would be pleased with the rate of discount when I 
purchase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900 .071 15.867***

I would be able to get a lot of promotional discounts for 
fashion products from FLSC. .801 .081 13.635***

I would be abl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cheaper 
thorough FLSC than other shopping methods. .833 .079 14.398***

Enjoyment

It would be fun when I purchase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865 - -

The content of FLSC would be interesting. .877 .060 16.204***

I would lose track of time when I purchase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726 .082 12.493***

I would enjoy the interaction with hosts or other 
consumers when I purchase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714 .065 12.201***

Interactivity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enables 
two-way communication. .821 - -

It is easy to communicate my ideas when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850 .088 11.550***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enables 
real-time communication with the hosts. .675 .075 10.049***

Attitude toward 
a purchase via 

FLSC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is bad-good. .821 - -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is 
unpleasant-pleasant. .823 .065 14.364***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is 
useless-useful. .798 .069 13.760***

Purchasing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is 
negative-positive. .835 .073 14.663***

Intention to use 
FLSC

I have an intention to use FLSC for purchasing fashion 
products. .901 - -

If I need fashion products, I will purchase those through 
FLSC. .842 .053 17.553***

If I have a chanc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through 
FLSC, I will purchase those. .907 .048 20.24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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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은 FLSC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β=.129, p<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1-4가 채택되었다. 라
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의 쇼호스트를 통해 패션 제품

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채팅 창을 통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지할수록 더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LSC에 대한 태도가 FLSC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FLSC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FLSC에 대한 이용의도가 높아

지는 것(β=.810, p<.001)으로 나타나 H2가 채택되었

다.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들을 토대로 FLSC의 속성 

지각과 FLSC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 사이에 유의

한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3.� Verification� of�moderating� effects� of� fashion�

spending

FLSC의 속성 지각이 FLSC에 대한 태도와 이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월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수집된 

월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의 평균값인 24.8만 원을 기

준으로, 평균값보다 작은 저지출 집단(light spending 
group)과 평균값보다 큰 고지출 집단(heavy spending 
group)으로 구분하였다. 

패션 제품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의 인과적 경

로의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 모형 간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Δχ2=20.177(비제약모

델: χ2=546.488, 제약모델: χ2=566.665), Δdf=15(비
제약모델: df=356, 제약모델: df=371), p=.165(n.s.)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H-3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로 인과적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 간에 경

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의 수치를 확인한 결과, 사용 편리성과 태도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1) (2) (3) (4) (5) (6) CR

(1) Ease of use .467 .724

(2) Economic efficiency .116 .581 .847

(3) Enjoyment .254 .162 .514 .807

(4) Interactivity .081 .044 .112 .472 .726

(5) Attitude .358 .347 .280 .137 .645 .890

(6) Intention to use .361 .188 .262 .084 .638 .656 .830

AVE values are indicated in diagonal lines. 
Square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re indicated under diagonal lines. 

<Table� 4>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hypotheses testing

Hypotheses Path Std. factor loading SE CR Result

H1-1 Ease of use → Attitude .379 .065  5.123*** Accepted

H1-2 Economic efficiency → Attitude .359 .056  5.643*** Accepted

H1-3 Enjoyment → Attitude .167 .058  2.406* Accepted

H1-4 Interactivity → Attitude .129 .046  2.153* Accepted

H2 Attitude → Intention to use .810 .092 12.451*** Accepted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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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247, 경제성과 태도 간에는 .697, 유희성과 

태도 간에는 –1.079, 상호작용성과 태도 간에는 1.817, 
태도와 이용의도 간에는 1.349로 나타나 유의성 기준

에 충족되는 차이를 보이는 수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로써 FLSC의 속성 지각, 태도, 이용의도의 

인과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패션 제

품 구매액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H3은 기각되었다. 

한편, 두 집단 사이에서 인과적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각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각 집단의 경로계수를 개별적으로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Song, Lee, & Kim, 2017). 
각 집단 내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Fig. 2), 저지출 집단의 경우에는 FLSC의 상호작용성 

지각을 제외하고 편의성, 경제성, 유희성 지각이 FLSC
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이용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패션 제품의 구매액이 상

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패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에

서 판매자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다는 상호작용성을 지각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서 FLSC에 대한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패션 제품에 

대한 평균 구매액이 적은 사람들은 FLSC로부터 사용 

편리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경제적인 혜택을 높게 지

각할수록, 재미와 즐거움을 높게 지각할수록 FLSC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이에 따라 높은 이용

의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지출 집단에서는 

FLSC의 사용 편리성, 경제성, 상호작용성의 지각이 

<Fig.� 2>�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by fashion spend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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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SC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희성의 

지각은 FLSC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패션 제품의 구매액이 높은 사

람은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한 패션 쇼핑이 즐

거울 것이라 인지하지만, 이것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즉, 평균적으로 패션 제품의 구매액이 높

은 사람은 FLSC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다고 지각할

수록, 경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상호작용이 원활하다

고 지각할수록 FLSC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

로써 이용하려는 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s� of� time�

spent� on�mobile� shopping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라 FLSC의 속성 지각,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 FLSC의 이용의도 간

의 인과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

기 위해 이에 대한 측정문항에서 ‘10분 미만’, ‘10분 

이상 30분 미만’에 응답한 자료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에 응답

한 자료를 구분하였다. 즉, 일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

이 30분 미만인 집단을 모바일 쇼핑 시간이 짧은 집단

으로, 30분 이상인 집단을 모바일 쇼핑 시간이 긴 집

단으로 분류하였다.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른 집단 간의 경로 차이를 분

석하기에 앞서, 측정 모형 간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Δχ2=22.375(비제약모델: χ2=562.655, 
제약모델: χ2=585.030), Δdf=15(비제약모델: df=356, 
제약모델: df=371), p=.098(n.s.)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이 짧은 집단과 긴 집단 간

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의 수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용 편리

성과 태도 간에는 1.697, 경제성과 태도 간에는 .679, 
유희성과 태도 간에는 –.731, 상호작용성과 태도 간에

는 .004, 태도와 이용의도 간에는 .395로 나타나 유의

성 기준에 충족되는 수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FLSC의 속성 지각, 태도, 이용의도의 인과관

계에 있어서 모바일 쇼핑 시간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H4는 기각되었다.
한편, 각 집단 내에서 경로계수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두 집

단에서 공통적으로 FLSC의 상호작용성 지각이 FLSC
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3).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모형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볼 때,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라 핵심적인 요인인 

사용 편리성과 경제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패션

쇼핑채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달라

질 수 있었다. 이는 고객들의 긍정적 태도형성을 위해

서는 고객집단의 모바일 쇼핑 시간과 상관없이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는 요인 즉, 편리성과 경제성을 우선

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Conclusion

최근 온라인 쇼핑,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

핑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

스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패션 업계

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새로운 유통 채널 및 마

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온라인 매출

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유형

의 온라인 커머스인 만큼 고객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

머스를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과 행동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패션 라이브 스

트리밍 커머스(FLSC)의 속성을 확인하고, 지각된 속

성들이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와 FLSC의 이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변수 간의 영향관계에서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과 평

균 모바일 쇼핑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들은 FLSC의 사용 편리

성, 경제성, 유희성, 상호작용성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들을 지각함으로써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FLSC가 쉽고 편리하다고 인지할수록,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지할수록, 즐겁고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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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낄수록, 쇼호스트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인지할수록 FLSC를 이용한 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FLSC의 사용 편리성

과 경제성을 지각하는 것이 다른 속성에 대한 지각보

다 긍정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통해 패션 

제품, 즉 쾌락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사용과정이 

쉽고 편리한 시스템의 기능적 속성의 역할과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

는 실용적 혜택(Ahn, Lim, & Jung, 2008; Lee & Chun, 
2021)의 측면이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

스 관리자는 영상, 채팅 서비스, 제품 정보, 구매과정

이 하나의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쉽

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결제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경제성의 측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는 방송 중에만 얻을 수 있는 할인 혜

택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

가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방송 

시청과 구매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긍정

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를 이용한 패션 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높게 인식하도록 컨텐츠

와 가격 및 이벤트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자들의 긍정

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FLSC의 유희성과 상호작용성에 대한 지각도 사용 

<Fig.� 3>�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by groups with time spent on mobile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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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과 경제성 지각의 영향력보다 낮기는 하나 소

비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관리

해야 하는 속성 요소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일대

일 소통을 하는 것처럼 실시간 채팅 창을 통해 즉각적

인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가 즐거운 감정을 

느끼며, 이를 통해 긍정적 태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판매자 또는 방송 진행자는 제품 홍보와 

판매의 목적만을 드러내기보다는, 제품을 착용하며 

시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마치 

함께 쇼핑하는 듯한 간접 경험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소비자들 간에 제품 정보와 후기에 대한 의

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팅 서비스

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흥미를 유

발하는 컨텐츠 전략 또한 중요하다.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는 통신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엄격한 방송 

심의를 거쳐야 하는 TV 홈쇼핑의 방송 컨텐츠보다 비

교적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송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

다. 패션 제품 분야의 라이브 방송에서도 목표 고객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게임이나 예능 형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지닌 컨텐츠 시리즈를 연재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의 제약

이 적은 특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송 장소와 공간 연출에서 차별화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상호작용성 지각을 위

해 출연자는 큐시트에 정해진 멘트뿐만 아니라 실시

간으로 들어오는 시청자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정보

를 제공하고, 시청자의 닉네임과 댓글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감정 교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플랫폼 내 판매 사업자 또는 방

송 출연자와 방송 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소셜미디어와 같이 전용 

계정에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FLSC를 통한 구매에 대한 태도는 FLSC의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LSC를 통한 구매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FLSC를 이용할 의도가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패션 제품 분야의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FLSC의 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 상호

작용성을 지각하는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LSC를 이용하

고자 하는 행동의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FLSC의 속성 지각과 태도 및 이용의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월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에 따른 고지

출 집단과 저지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상이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변수 간의 인과관계 검증결과를 각 집단

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패션 

구매액이 낮은 사람은 FLSC의 상호작용성 지각을 통

해 FLSC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고, 나머지 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의 

지각을 통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평균 패션구매액이 높은 사람은 FLSC를 통해 

지각하는 즐거운 감정이 FLSC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사용 편

리성, 경제성, 상호작용성의 지각을 통해서 긍정적 태

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FLSC의 속성 지각과 태도 및 이용의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일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이 짧은 집단

과 긴 집단 간의 수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이 짧은 집단에서는 

FLSC의 사용 편리성, 경제성, 유희성의 지각이 높을

수록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상호작용성의 지각

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모바

일 쇼핑 시간이 긴 집단에서는 FLSC의 사용 편리성, 
경제성의 지각이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

나 유희성과 상호작용성의 지각은 태도 형성에 영향

력이 없었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을 중심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반응을 실증적으로 알아

봄으로써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사회심리학 분야

의 행동이론(Ajzen, 1991; 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에서 비롯된 믿음, 태도, 행동

의도의 영향관계를 토대로 FLSC에 대한 소비자의 믿

음, 즉 소비자가 지각하는 FLSC의 속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각된 속성을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인 태

도가 이용의도를 높인다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규명했

다는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아직까

지는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패션 쇼핑의 보편적

인 수단으로 확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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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LSC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가장 

높거나 낮게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는 것은 국내 패션 기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를 전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FLSC의 이용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국내 패션 시장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가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임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 커

머스를 통한 패션 제품 소비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라 판단하였고, 연구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

에서 FLSC를 통한 소비 경험 여부에 대한 제한 없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하였다. FLSC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FLSC의 속성에 

대한 지각과 태도, 이용의도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LSC를 통한 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다

면, 기존의 FLSC 이용 고객과 신규 고객의 특성을 파

악하여 각 타겟 고객집단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라이브 방송과 판매의 전략을 세우는 데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월 

평균 패션 제품 구매액과 평균 모바일 쇼핑 시간을 기

준으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 FLSC의 속성 지각이 태

도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혁신성이나 

충동구매성향 등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본다면 향후 

시장세분화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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