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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 생방송이 빠르게 발

전된 온라인 마케팅 모델 중의 하나이다. 2020년 

COVID-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생방송이 전면적으

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생방송"의 새

로운 전자상거래 형식이 가속화되어 사람들의 소비

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까지 국내외 유명 소셜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생방

송 산업에 잇따라 합류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생방

송은 역사적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1]. 초기

에 온라인 쇼핑은 라이브 TV로 진행하며 상품 판매

를 어느 정도 촉진했지만, TV 앵커만 상품을 소개하

고 고객들의 상품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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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역 부족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네트워크 전자상

거래 방식이 발전하여 전자상거래는 독특한 이점으

로 마케팅 시장을 점유하였다.

Web 4.0 시대의 도래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

속적인 개선 및 확장과 함께 전자상거래 생방송도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

거래 생방송이 급속하게 발전과 함께 온라인 쇼핑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는 복잡해지고, 상품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제한된 시간에 유용한 

정보를 걸러 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2]. 이는 제품 

관여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생방송 

가짜 판매’, ‘데이터 사기' 등 부정적인 뉴스가 끊임없

이 쏟아져 생방송 업계의 입소문 문제가 불거지면서 

빠른 상승세가 억제되었다. 규제 부실, 제품 품질 불

균일 등의 문제도 뒤따랐다. 전자상거래 생방송 업계

의 입소문을 어떻게 해야 건전하고 질서 있게 보급하

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중요한 목표이다.

본 연구는 Kim(2015)[3]의 연구에 따라 브랜드 참

여 및 구매 의도 등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였다. 브랜드 참여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이 브

랜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보급 역할

을 하고, 구매 의도에서는 콘텐츠의 전달 효과를 실

제 판매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한다. 소비자의 

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는 전자상거래 생방송의 효과

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전에 IWOM

과 구매 의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IWOM과 구전 의도의 관점에서 조절 변

수로 제품 관여도를 도입하여 전자상거래 생방송에

서 IWOM 요인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전 의도에 대한 

영향 메커니즘 탐색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실시하여 

SPSS 21.0을 통해 분석하고 연구의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여 전자상거래 생방송 및 구전 의도 등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풍부하게 하고, 소비자 및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자상거래 생방송

전자상거래 생방송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

인" 쇼핑의 특성을 결합하여 더 강력한 사회적 경험

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

이며 실감나는 쇼핑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4].

2017년부터 중국에서 Taobao, JD.com등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모두 생방송 분야에 들이기 시작했

고, 한국에서는 쿠팡, 11번가, SSG도 생방송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2.2 인터넷 구전 정보 

인터넷 구전 정보에 대한 "인터넷 구전 정보가 전

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

향"[5]과 "전자상거래 생방송에서 IWOM과 구매 의

도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매개역할"[6]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IWOM 차이

를 새로운 방향으로 도입하여 탐색을 하고자 한다.

즉, Gershoff(2003)등은 인터넷 구전 정보의 전반적

인 일관성과 절대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보가 

소비자의 의견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7].

2.3 구전 의도

구전 의도는 소비자 의사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되며 일부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8]. 구전 의도에 대한 정의를 

연구자의 연구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내린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구전 의도란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의향, 혹은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만족도를 말한다[9]. 박소연(200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전 의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제품의 구매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구전 의도를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시청한 후 또는 전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서

비스나 제품을 구매한 후 자신이 인지한 정보를 타인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향을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2.4 제품 관여도

관여 이론(Involvement Theory)은 1947년으로 거

슬러 올라갈 수 있다. 관여 이론에 대해 미국 학자 

Sherif & Cantril는 “The psychology of ego-in-

volvements: Social attitudes and identificat-

ions”[11]에서 ‘자아 참여’ 개념을 제기하였다. 이 개

념은 주로 어떤 것에 대한 개인의 자아 관여가 깊을

수록 반대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 적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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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대상이 다름으로 광고 관여, 제품 관여 

및 의사 결정 관여로 구분된다[12]. Suh(2006)의 연

구에 따르면 관여도는 소비자의 브랜드 정보 처리,

구매 행동 및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조절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제품 관여도는 앵커 개인적 특성과 구전 의도 

사이에서 조절 효과를 할 것이다.

H2: 제품 관여도는 IWOM 수량과 구전 의도 사이

에서 조절 효과를 할 것이다.

H3: 제품 관여도는 IWOM 품질과 특성과 구전 의

도 사이에서 조절 효과를 할 것이다.

H4: 제품 관여도는 IWOM 시효와 구전 의도 사이

에서 조절 효과를 할 것이다.

H5: 제품 관여도는 IWOM 차이와 구전 의도 사이

에서 조절 효과를 할 것이다.

H6: 제품 관여도는 관계 강도와 구전 의도 사이에

서 조절 효과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 두 가지 방

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선

행연구와 제품 관여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검토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연구에서 제품 관여가 조절 

변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증적 연구 

부분에서는 제품 관여도를 조절 변수로 사용하고 조

절 변수 관련 모델을 결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모형

(Fig. 1)을 구축하였다 

3.2 설문 조사 설계

3.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시청 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연구대상을 배제하였다.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언급한 IWOM 차이를 기반

하고 “인터넷 구전 정보가 전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5] 연구에서 제시

한 앵커의 특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관계 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제품 관여

도를 조절 변수로 추가 설정하였다. 앵커의 특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관계 강도 

등에 관련 설문지 설계는 이전 연구한 "인터넷 구전 

정보가 전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5]에서 제시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IWOM 차이와 관여도는 Shan[14]과 진여의[15]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구전 의도는 

이훈식[9]의 설문지를 참조하였다. 위에 각 요인의 

측정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 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그리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온라인 쇼핑 빈도 등의 4개 항목을 측정

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부분(Table 1)에서는 앵커의 

특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관계 

강도 등 5가지 변수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으니까 본 

연구에서는 IWOM 차이, 제품 관여도 및 구전 의도

만 설명한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2022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터

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포되었으며, 총 215부를 수

집하여 유효한 설문지는 188개였으며 설문지 효율

은 87.4%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에 통해 타당

도, 신뢰도, 빈도 분석, 상관관계, 조절 변수를 분석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67.55%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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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20대 이하가 57.45%, 30대가 25%, 40대 12.77%

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수준이 46.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회차는 1주 2-3

회가 34.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신뢰성 분석은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응답자의 신

뢰도와 정확성을 검증된다. Table 3에서 신뢰도 계수 

값은 0.886으로 0.8보다 커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

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삭제된 항목의 α"의 경우 

항목이 삭제된 후 신뢰도 계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항목을 삭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α은 0.8 이상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추후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타당도 조사항목이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는지 분

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KMO와 Bartlett 검정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Table 4에서 KMO

값이 0.868, KMO 값이 0.8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데이

터는 정보 추출에 매우 적합하며 측면에서 타당도가 

매우 좋다.

4.3 측정 변수의 상관계수 분석

Table 5에서 상관 분석은 구전 의도와 앵커의 특

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IWOM

차이, 관계 강도, 제품 관여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

구하는 데 사용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전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Source

IWOM
variance

The information differences of products or services can have a certain impact
on the contradictory attitudes of consumers.

C.L. Shan [14]

Product
involvement

Product involvement refers to consumers' awareness or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a product.

L.Y. Chen [15]

WOM
intention

Satisfied customers show positive verbal intent and are influenced by
product-related knowledge, engagement, and corporate relationship marketing
campaigns, among others.

H.S. Lee [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188).

Division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61 32.45

Female 127 67.55

Age

10-19 years 5 2.66

20-29 years 108 57.45

30-39 years 47 25

40-49 years 24 12.77

50-59 years 6 2.13

Education level

Junior high school degree and below 6 3.19

High school degree 18 9.57

Specialist degree 18 9.57

Bachelor degree 59 31.38

Graduate degree 87 46.28

Online shopping
frequency

Once a week or less 48 25.53

Two to three times a week 65 34.57

More than four times a week 26 13.83

Uncertain 49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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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앵커의 특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IWOM 차이, 관계 강도, 제품 관여도 

간의 상관계수 각각 0.512, 0.480, 0.526, 0.498, 0.482,

0.223, 0.504이다.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

내었고, 구전 의도와 앵커의 특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IWOM 차이, 관계 강도,

제품 관여도 간에는 유의한 정(+)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4.4 가설검증

4.4.1 조절 효과 설명

조절 효과는 Y에 대한 X의 영향이 조절 변수 Z에 

의해 교란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X 또는 Z가 정

량적 데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화되거나 

표준화되어야 한다. 종속변수 Y는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화 또는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처리된 설명은 Table 6과 같다.

조절 효과 연구의 수학적 원리는 다음 Fig. 2와 

같다. 모형 1: 독립변수는 X, 종속변수는 Y, 모형 2:

독립변수는 X와 Z, 종속변수는 Y, 모형 2는 모델 1을 

기준으로 조절 변수 Z를 추가한다. 모형 3: 독립변수

는 X, Z 및 X*Z이고 종속변수는 Y이며 모형 3은 모

형 2를 기반으로 교호작용 항을 추가한다. 교호작용 

항(X*Z)이 핵심 모형으로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

음을 의미한다[16]. 조절 효과에 대한 모형 1에서 X

가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내용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외하

Fig. 2. Regulatory effect mathematical model.

Table 3. Reliability statisttics (Cronbach alpha).

Items
Anchor
traits

IWOM
quantity

IWOM
quality

IWOM
timeliness

IWOM
variance

Relationship
strength

Product
involvement

WOM
intention

Cronbach alpha if
items deleted

0.874 0.861 0.856 0.858 0.862 0.901 0.878 0.879

Cronbach's α 0.886

Table 5. Pearson correlation.

variable
Anchor
traits

IWOM
quantity

IWOM
quality

IWOM
timeliness

IWOM
variance

Relationship
strength

Product
involvement

WOM
intention

0.512** 0.480** 0.526** 0.498** 0.482** 0.223** 0.504**

** .01 수준(양측)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 0.05 수준(양측)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Table 6. Data handling instructions.

Items WOM intention
Anchor
traits

IWOM
quantity

IWOM
quality

IWOM
timeliness

IWOM
variance

Relationship
strength

Product
involvement

Type Dependent Independent

Data type Quantitative Quantitative

Data
handling

Don’t handle Centralization

Table 4. KMO and Bartlett's test.

KMO value 0.868

Bartlett's
sphericity
test

Approximate chi-square 973.507

df 28

p value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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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는 모형 3에서 교호작용 항의 유의성을 

연구하였으며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

고 그렇지 않으면 조절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4.4.1 가설검증 결과 

앵커 특성과 구전 의도 간의 조절 변수 테스트는 

Table 7과 같다. 앵커의 특성과 제품 관여도 간의 교

호작용 항목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t=2.591, p=0.010

<0.05) 이는 앵커의 특성이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 변수(제품 관여도)가 다른 수준에 있을 때 

영향의 크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교호작용 항의 

회귀계수 값이 0.176이다. Y에 대한 X의 영향이 Z가 

긍정적인 조절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볼 때 H1은 채택되었다.

IWOM 수량과 구전 의도 간의 조절 변수 테스트

는 Table 8과 같다. IWOM 수량과 제품 관여도 간의 

교호작용 항목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t=3.067, p=

0.002<0.05) 이는 IWOM 수량이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 변수(제품 관여도)가 다른 수준에 있을 

때 영향의 크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교호작용 

항의 회귀계수 값이 0.212이다. Y에 대한 X의 영향이 

Z가 긍정적인 조절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H2는 채택되었다.

IWOM 품질과 구전 의도 간의 조절 변수 테스트

는 Table 9와 같다. IWOM 품질과 제품 관여도 간의 

교호작용 항목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t=2.604, p=

0.010<0.05) 이는 IWOM 품질이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 변수(제품 관여도)가 다른 수준에 있을 

때 영향의 크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교호작용 

항의 회귀계수 값이 0.172이다. Y에 대한 X의 영향이 

Z가 긍정적인 조절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H3는 채택되었다.

IWOM 시효와 구전 의도 간의 조절 변수 테스트

는 Table 10과 같다. IWOM 시효와 제품 관여도 간

의 교호작용 항목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t=2.027,

p=0.044<0.05) 이는 IWOM 시효가 구전 의도에 영향

을 미칠 때, 조절 변수(제품 관여도)가 다른 수준에 

있을 때 영향의 크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교호

Table 7. Hypothesis 1 Test Results.

Model 3

B S.E. t p β

Constant 3.120 0.070 44.637 0.000** -

(X) 0.431 0.077 5.634 0.000** 0.369

(Z) 0.470 0.082 5.713 0.000** 0.385

(X*Z) 0.176 0.068 2.591 0.010* 0.159

R ² 0.378

Adj. R2 0.368

F F (3,184)=37.271, p=0.000

△R2 0.023

△F F (1,184)=6.712, p=0.010

Dependent Variable: WOM intention
(X): Anchor traits; (Z): Product involvement
*p<0.05, **p<0.01

Table 8. Hypothesis 2 Test Results.

Model 3

B S.E. t p

Constant 3.108 0.071 43.865 0.000** -

(X) 0.408 0.087 4.712 0.000** 0.320

(Z) 0.477 0.084 5.694 0.000** 0.391

(X*Z) 0.212 0.069 3.067 0.002** 0.186

R2 0.359

Adj. R2 0.348

F F (3,184)=34.311, p=0.000

△R2 0.033

△F F (1,184)=9.407, p=0.002

Dependent Variable: WOM intention
(X): IWOM quantity; (Z): Product involvement
*p<0.05, **p<0.01

Table 9. Hypothesis 3 Test Results.

Model 3

B S.E. t p β

Constant 3.124 0.069 45.388 0.000** -

(X) 0.473 0.078 6.072 0.000** 0.395

(Z) 0.440 0.080 5.527 0.000** 0.361

(X*Z) 0.172 0.066 2.604 0.010** 0.155

R2 0.389

Adj. R2 0.379

F F (3,184)=39.028, p=0.000

△R2 0.023

△F F (1,184)=6.781, p=0.010

Dependent Variable: WOM intention
(X): IWOM quality; (Z): Product involvemen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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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항의 회귀계수 값이 0.140이다. Y에 대한 X의 

영향이 Z가 긍정적인 조절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H4는 채택되었다.

IWOM 차이와 구전 의도 간의 조절 변수 테스트

는 Table 11과 같다. IWOM 차이와 제품 관여도 간

의 교호작용 항목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t=2.476,

p=0.014<0.05) 이는 IWOM 차이가 구전 의도에 영향

을 미칠 때, 조절 변수(제품 관여도)가 다른 수준에 

있을 때 영향의 크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교호

작용 항의 회귀계수 값이 0.171이다. Y에 대한 X의 

영향이 Z가 긍정적인 조절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H5는 채택되었다.

관계 강도와 구전 의도 간의 조절 변수 테스트는 

Table 12과 같다. 관계 강도와 제품 관여도 간의 교호

작용 항목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t=0.766,

p=0.445>0.05) X는 Y에 영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계 강도가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서로 다른 수준에서 조절 변수(제품 관여도)의 영

향 범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H6는 기각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제품 관여도를 조절 변수로 보는 관점

에서 전자상거래 생방송 플랫폼에서 인터넷 구전 정

보 보급을 더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최적화 

및 개선 제안을 제시하고자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중에서 여성과 남성 응답자가 각각 

67.55%, 3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생방

송을 시청하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

령 분포는 20-29세가 57.45%, 39-39세가 25%를 차

지하여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대

부분 나이가 젊다는 것이다. 학력은 석사와 학사가 

77.66%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 생방송에 의한 앵커의 특성,

Table 10. Hypothesis 4 Test Results.

Model 3

B S.E. t p β

Constant 3.135 0.071 44.090 0.000** -

(X) 0.399 0.082 4.887 0.000** 0.328

(Z) 0.450 0.083 5.433 0.000** 0.369

(X*Z) 0.140 0.069 2.027 0.044* 0.122

R2 0.356

Adj. R2 0.345

F F (3,184)=33.857, p=0.000

△R2 0.014

△F F (1,184)=4.108, p=0.044

Dependent Variable: WOM intention
(X):IWOM timeliness; (Z): Product involvement
*p<0.05, **p<0.01

Table 11. Hypothesis 5 Test Results.

Model 3

B S.E. t p β

Constant 3.116 0.073 42.836 0.000** -

(X) 0.371 0.086 4.297 0.000** 0.301

(Z) 0.464 0.087 5.329 0.000** 0.380

(X*Z) 0.171 0.069 2.476 0.014* 0.152

R2 0.342

Adj. R2 0.331

F F (3,184)=31.908, p=0.000

△R2 0.022

△F F (1,184)=6.130, p=0.014

Dependent Variable: WOM intention
(X): IWOM variance; (Z): Product involvement
*p<0.05, **p<0.01

Table 12. Hypothesis 6 Test Results.

Model 3

B S.E. t p β

Constant 3.179 0.071 44.574 0.000** -

(X) 0.132 0.081 1.634 0.104 0.106

(Z) 0.579 0.079 7.310 0.000** 0.475

(X*Z) 0.055 0.071 0.766 0.445 0.049

R2 0.269

Adj. R2 0.257

F F (3,184)=22.530, p=0.000

△R2 0.002

△F F (1,184)=0.587, p=0.445

Dependent Variable: WOM intention
(X): Relationship strength; (Z): Product involvement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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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IWOM 차

이, 관계 강도, 제품 관여도와 구전 의도의 관계가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

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시청자의 구전 의도는 앵커의 

특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IWOM

차이, 관계 강도, 제품 관여도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

을 받는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IWOM 정보와 구전 의도 

사이에서 제품 관여도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

다. 구전 의도가 구전 정보에 직접 영향을 받는지 아

니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되었

다. 그것은 Adj R ²의 수치가 전체적으로 0.3에서 0.6

사이에 나온다.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올 경우는 전

자상거래 생방송의 실제 상황을 부합한 것 같다. 그

러므로 IWOM 정보는 소비자의 구전 의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조절 

효과의 공식에 따르면 여전히 제품 관여도가 조절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생방송에 의한 구전 의도와 온

라인 인터넷 구전 정보의 6가지 요인인 전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제품 관여도 조절 역할 하는지 다음과 같

다. 제품 관여도는 전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앵커의 특

성, IWOM 수량, IWOM 품질, IWOM 시효, IWOM

차이와 구전 의도 사이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 관여도는 관계 강도와 

구전 의도 사이에 조절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연구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무적 시사점으로 연구 결과는 전자

상거래 생방송을 이용하는 가맹점이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생방송 가맹점에게 이

론적인 참고와 실천적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

에 따르면 제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전자상거래 생방

송에서 인터넷 구전 정보를 구전 의도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시청자의 구전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전자상거래 생방송 과정에서 제품의 내재적 및 

외재적 가치를 더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 플랫폼 요소를 추가

하고 더 깊게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

른 IWOM 정보가 구전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

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에(상호작용) 의해 

매개되는지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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