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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 기술의 혁명과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한 의사소통의 형태가 문자와 사진을 넘

어 이제는 음성 및 영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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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 has recently expanded to mobile and social networks; in addition, online 

fashion retailers started to focus on real-time interaction services as an emerging marketing tool. This study exp-

lores the consumer' shopping experience based on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s (SLSS) to investigate consu-

mer's response behavior and effects through perceived service quality. An online survey method was conduc-

ted and a total of 186 female consumer panels were colle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cognitive communion 

of co-experi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SLSS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contents informa- 

tiveness, playfulness, system availability). Service quality of SLSS (responsiveness, contents informativeness,

and playfulness) had significant effect on trust in SLSS seller while system availability had no significant ef-

fect. Also, trust in seller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Last, it was confirmed that the mo-

derating effect of purchasing experience of SLSS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com-

munion and responsiveness/playfulness. There was also an additional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purcha-

sing experience between system availability and trust in seller.

Key words: Social live streaming service (SLSS), Cognitive communion, Service quality of SLSS,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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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더욱더 수월하고 적극적으로 만드는 다양

한 플랫폼이 등장하였다(Hu et al., 2017). 특히, 손쉬

운 모바일 사용은 온라인에서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모바일에서 간편하

고 편리한 쇼핑을 가능하게 한 M-커머스(M-Commer-

ce)와 상호작용과 소통의 장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접목한 새로운 쇼핑 

플랫폼인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Social Live St-

reaming Service; 이하 SLSS라고 함)의 탄생은 패션 유

통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SLSS는 SNS에 실시간 생중계 기능이 도입된 서비

스로, 영상 제공자(Producer)가 원하는 콘텐츠를 SNS 

사용자에게 생중계로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Lim et al., 2012). 일반적인 온라인 기

반 쇼핑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실시간 의사소

통이 어렵고, 제품을 물리적으로 접할 수 없는 환경

이기에 제품에 대한 정보 이해에 한계가 있다. 그러

나 SLSS를 접목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플

랫폼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판매자로

부터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물리적인 시연과 

제품의 재질의 이해가 중요한 패션 제품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생생하고 유용하게 제공받으며 제품에 

대한 이해가 더 수월해졌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구매 위험과 불확실성을 

SLSS를 통해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Kim & Rhee, 2004; 

Zhang et al., 2020).

중국의 타오바오(Taobao) 온라인 몰에서는 SLSS

를 접목하여 소비자들이 판매 상인들로부터 실시간

으로 제품 정보를 제공받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여 매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Soo, 2018), 국내 

1인 기업 형태의 패션 마케터 및 SNS 인플루언서와 

같은 소상인은 SNS 내 SLSS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

여 SNS 사용자들을 소비자로 겨냥하며 실시간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되었다(Ahn, 2019; Min, 

2018). 이처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용이 최

근 패션 리테일 업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요

성이 대두하고 있는 시점이며, 이러한 실시간 생중계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독특한 형태의 떠오르

는 신흥 디지털 마케팅 도구로 여겨지게 되었다(Hu 

et al., 2017).

2018년 이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제품 판매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Zhang et al.(2020)

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전략이 고객들의 심리적 

거리와 인지된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온라인 구매의

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으며, Wongkitrungrueng 

and Assarut(2020)는 페이스북(Facebook) 내 생중계 기

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를 

향한 고객의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며 라이브 스트리

밍이 고객의 신뢰와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고객 참여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

인 판매 도구로서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요약하자면, 

SLSS의 사용은 제공자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탐구됐

으나, 이에 대한 특수성과 많은 유용한 장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 SLSS를 마케팅 도구 측면 및 쇼

핑 경험, 나아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 촉진 가능성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 홍보 및 판매 도구로 활용되

고 있는 SNS 내 실시간 생중계 기능인 SLSS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인지적 공유로

부터 지각되는 SLSS의 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고

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플랫폼 사용자이

자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며 쇼핑 상황에서 SLSS의 중요한 역할 및 기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SLSS를 통한 소비자들

의 과거 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라 서비스품질 지

각 및 판매자에 대한 신뢰 형성에 차이를 나타내는

지 탐구함으로써 학계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시사

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I. 이론적배경및가설도출

1.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SLSS)

최근 많은 모바일 사용자가 생겨남에 따라 많은 e-

리테일러들은 모바일 사용자를 소비자로 겨냥하며 

SNS를 판매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SNS는 사용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 탐색 및 쇼

핑 경험을 돕는 서비스가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 풍부한 쇼핑 경험을 위해 패션 리테일러들은 사진

이나 이미 녹화된 영상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SNS 

혹은 인터넷 상점에서 판매자와 실시간으로 직접 대

화하며 쇼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영상 생중

계 서비스를 통해 제품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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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S는 실시간 비디오 콘텐츠와 텍스트 기반 채팅 

채널의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Hamilton et al., 

2014). 영상 제공자가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중

계하는 동안에 시청자들은 화면에 동시에 제공되는 

채팅 기능을 통해 텍스트 기반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SLSS의 기본적인 기능이다(Hamilton et al., 2014; 

Tang et al., 2016). 다양한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상 제공자 및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늘어나고 

이를 시청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많은 유통업자는 이처

럼 실시간 영상 시청을 즐기는 사용자를 소비자로 

타겟팅하며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많은 패션 리테일러로부터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도구 중 SLSS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SLSS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는 소비자

와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이미지나 영상 광고와는 

다르게 SNS상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며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콘

텐츠(예: 의류, 신발,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정

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SNS 사용자들 간 자

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SLSS를 통

한 마케팅 활동은 낮은 투자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소상인,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영상 크리

에이터, 일반 SNS 사용자 등과 같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SLSS를 통해 판매와 마케팅을 동시에 

수행하는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SLSS

는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브

랜드 인지도, 신뢰도 및 팬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SLSS를 통한 쇼핑 경험은 특히 패션 제품 쇼핑 맥

락에서 그 장점이 가장 돋보인다. 예를 들어, SLSS를 

통해 판매자는 제품을 대리 착용 및 시연을 하는 모

습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화면

에 함께 제공되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판매자에게 직접 질문 및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소비자들이 직접 패션 제품을 

입어볼 수 없는 온라인 상황에서 판매자로부터 제품

의 소재, 색감, 사이즈 등과 같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 내 소

비자들이 인식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

험성을 줄여 주게 되었다(Li et al., 2018; Zhang et al., 

2020). 또한, 소비자들은 영상 제공자뿐만 아니라 실

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다수의 사용자와 함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반응이나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

고 확인하면서 공동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Lim et 

al., 2012; Zhang et al., 2020). 이처럼 SLSS는 판매자

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경험하며 서로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써 모두에게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동 경험

공동 경험(Co-experience)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

용하는 동안 사용자 간에 나타나는 경험으로, 타인의 

물리적 또는 가상의 존재가 개개인들의 경험에 영향

을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경험을 말한다(Forlizzi & Battarbee, 2004). Lim et al.

(2012)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공동 경험을 새롭게 개념화하였으며, 소셜 미디어 플

랫폼을 통해 사용자 간에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Dourish(2004)는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할 때 공동 

경험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작용 기반 기술 

시스템은 콘텐츠를 생성 및 편집하면서 소통 채널을 

통해 사람들이 콘텐츠를 공유할 기회가 제공될 때 

공동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Forlizzi & Battar-

bee, 2004).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일반적인 소셜 미

디어 서비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SLSS와 깊은 관련이 있다(Tang et al., 2016; 

Wang et al., 2016). SLSS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

한 영상기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간 심리적 

거리가 줄고 상호작용 및 공동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Lim et al., 201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계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소셜 미디어

의 영역에서 나아가 SLSS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맥

락을 바탕으로 SLSS 내 공동 경험을 통한 소비자의 

패션 제품 쇼핑 경험으로부터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보며 새로운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향후 SLSS

를 활용하는 경쟁 전략 수립 및 소비자의 쇼핑 경험 

개선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선행연구에서는 공동 경험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물리적 또는 가상적 존재가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Forlizzi & Battarbe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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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게 공동 경험의 개념이 새롭게 다

뤄져야 한다고 하였다(Battarbee & Koskinen,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SLSS는 공동 경험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Forlizzi 

& Battarbee, 2004). 공동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

사소통에 의존하며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상황과 유

사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원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사회적인(Social) 면을 보이는 것과 더불

어, 면대면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통신기술을 사

용하여 원활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다모드(Multi-mo-

dal)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사람들이 단독으로 사용

할 때보다 함께 기술 및 서비스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결과를 이끄는 창조적인(Crea-

tive)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Battarbee, 2004), 이

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SLSS는 공동 경험을 증진하는

데 부합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공유 인식 이론을 기반으로(Brewer, 1991; Co-

mpeau et al., 1999; Resnick et al., 1991), Lim et al.(2012)

은 공동 경험을 참여(Participation), 인지적 공유(Cog-

nitive Communion), 감정적 전염(Emotional Contagion)

과 같이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차원인 참여는 전체적인 사용자의 경험으로, 한 사

용자의 경험이 곧 전체 사용자들의 경험에 기여한다

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지적 공유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인지적 표상을 갖는 것으로, 개

개인들이 지식, 정보 혹은 의미를 타인 과 공유하면

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뜻한다. 공동 경험

의 마지막 차원인 감정적 전염은 타인과 동일한 감성

적 심상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에 영

향을 미치고 받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SLSS 내 공

동 경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참여, 인지적 공유, 감

정적 전염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Tang et al., 2016; Wang, et al., 2016). 하지만 패션 제

품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들은 SLSS를 이용함

으로써 실시간으로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제품에 대

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에 더 집중할 것이다. SLSS 

영상 속 판매자가 제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실시간 채

팅 기능을 통해 소비자들의 질문에 응답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물리적으로 착용해볼 수 없는 온라

인 상황에서 판매자가 판매 제품을 대리 착용하며 소

비자는 판매자와 인지적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동

일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과 제품에 

대한 평가나 판매자 혹은 브랜드에 대한 정보 및 의

견을 공유하며 인지적 공유가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LSS를 통한 쇼핑 경험 시 정보 제공 및 

공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공동 경험의 세 가지 

하위 차원 중에서 인지적 공유를 통한 소비자가 지

각하는 SLSS의 서비스품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SLSS의 서비스품질

최근 많은 유통업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상호작용적인 소통이 중요하게 고려되

면서 SNS를 소비자와 브랜드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

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품질 

지각은 플랫폼 및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혹은 경험을 

한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Lee et al., 2000) SLSS 플랫

폼 내 공동 경험이 일어나는 도중 혹은 후에도 서비스

품질 지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

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패션 리테일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은 이미 잘 형성되어 있지만, 

SLSS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서비스품질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긍정

적인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Rao, 

2006). 서비스품질은 Parasuraman et al.(1988)이 개발

한 서비스품질 측정 도구인 SERVQUAL 모델이 많

은 서비스품질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 이메일, 채팅, 게시

판과 같이 온라인 기반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상호작

용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서비스의 형태가 진화하였

고, 이에 전통적인 서비스품질 측정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반영한 품질 평가 기준이 새

롭게 등장하였다. Barnes and Vidgen(2001)은 인터넷 

서비스품질을 WebQual로 명시하며 활용성과 디자

인을 포함한 활용성 품질,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 품

질, 그리고 확실성, 공감성 및 신뢰를 나타내는 상호

작용 품질로 구분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품질 

지각을 측정하였다. Lee(2002)는 정보, 거래, 디자인, 

의사소통, 안정성을 내세워 기존의 SERVEQUAL과 

온라인 서비스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E-SERVEQU-

AL을 온라인 서비스품질 척도로 제시하였다. SERV-

EQUAL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전자 서비스품질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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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E-S-QUAL를 새롭게 개발하여 E-커머스 웹사

이트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

를 통해 웹사이트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쇼핑과 제

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도록 하였다(Pa-

rasuraman et al., 2005). 이후 모바일 사용이 급격히 증

가하면서 모바일 서비스품질 측정의 중요성이 대

두되어지고 이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들과 모바일 

상거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인이 되었다(Huang et al., 

2015). 모바일 내에서 쇼핑이 가능한 M-커머스는 전자

상거래의 확장으로 특정지어지면서 소비자에게 고

유한 가치를 가진 별도의 채널로 간주되어졌다(Bal-

asubraman et al., 2002). Akter et al.(2010)은 서비스 신

뢰성, 시스템 효율성, 시스템 가용성, 시스템 사생활,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기능적 이익, 감정적 이익으

로 모바일 서비스품질 요인을 측정하도록 제안하였

으며, Huang et al.(2015)은 효율성, 시스템 가용성, 콘

텐츠 적합성, 사생활, 주문처리, 반응성, 보상성, 접촉 

가능성, 지불 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품질 측정에 적

합하다고 제시하였다.

SLSS는 대부분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

용자들이 손쉽게 접속하여 생방송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다. 따라서 SLSS의 서비스품질은 

모바일 서비스품질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SLSS

는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인 S-커머스가 모바

일 상거래의 하위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SLSS

만이 가진 다른 채널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실시간 영상과 채팅 기능

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의

사소통이 가능한 점, 이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

보를 적시에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점, 소비자들의 여

가시간을 돕는 SNS 환경에서 사용자들간 친근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점, 그리고 실시간 영상 기반 플랫폼인 점과 같이 다

른 서비스 플랫폼과 차별화를 가진다. 이처럼 SLSS

라는 채널 특성은 다른 현존하는 채널들과 현저하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품질 

척도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SLSS를 위한 독립

적인 서비스품질 척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SLSS 

서비스품질의 특성은 전통적 서비스품질, 전자 서비

스품질 및 모바일 서비스품질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

으며, SLSS의 주요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품질 요인을 재구성하여 살펴

보며 복합적인 서비스품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1) 반응성

SLSS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할 때 전통적인 서비스

품질, 전자 서비스품질, 모바일 품질에서만 차용하여 

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완

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통적인 서비스품질

에서 모바일 품질까지 발전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반

복되어 도출되는 요인은 반응성이다. 반응성은 상호

작용이 중심이 되는 SLSS환경에서도 또한 매우 중

요하다. 반응성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정도를 의미하는데(Parasura-

man et al., 1991), SLSS는 영상과 채팅 기능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면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도울 의

향이 있는지, 실제로 소비자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

응해 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통

적인 서비스품질에서부터 모바일 품질까지 꾸준히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반응성 차원을 SLSS

의 서비스품질 차원으로 구성하여 공동 경험으로부

터 지각되는 서비스품질 측정이 필요하다.

2) 정보 제공성

SLSS만의 중요한 서비스품질 요인은 판매자가 제

공하는 콘텐츠에 있다. SLSS를 통한 쇼핑 경험 시 소

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이다. SLSS는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

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SLSS 

서비스품질에서 정보 제공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콘텐츠 정보 제공은 제공되는 정보가 알맞고 얼

마나 정확한지를 통해 측정되고 정의되는데(Huang 

et al., 2015), 정보 제공자인 판매자가 소비자가 원하

는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주

는 것과 관련 있다. 정보 제공성의 맥락은 모바일 서

비스품질에서 콘텐츠 품질 및 콘텐츠 적합성으로 많

이 언급되어 왔으며(Huang et al., 2015; Kuo et al., 2009; 

Wang & Liao, 2007), 나아가 SNS 광고 서비스품질 맥

락에서도 중요 요인으로 설명되어왔다. SLSS를 통한 

쇼핑 경험은 친목 활동이 주요 목적이기보다는 판매

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얻어진 정보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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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품질의 정보 제공성이 SLSS 서비스품질로 측정

하였다.

3) 유희성

쇼핑은 모든 소비자에게 즐거운 활동은 아닐지라

도,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쇼핑 활

동 자체를 즐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hiu et al., 2009). 

이는 특히 소비자들이 쇼핑 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

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S-커머스에도 해당한다

(Shen & Eder, 2011). S-커머스는 소셜 커머스라고 불

리는 만큼 소비자들은 SLSS를 통해 쇼핑을 하거나, 

그 반대로 쇼핑을 하기 위해 SNS를 하기도 한다. SLSS

를 통해 특별한 쇼핑 경험을 하는 소비자들은 SNS라

는 친근한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자유

롭게 상호작용하며 즐거움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Ven-

katesh and Morris(2000)는 유희성의 효과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대다수의 소비자

들이 쇼핑 활동 자체를 즐기는 것을 보여주었다(Chiu 

et al., 2009). Suh et al.(2010)은 SNS내 속성 중 유희성

을 나타내는 재미, 몰입 및 상호작용 차원을 포함한 

감성품질이 사용자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여가시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SNS 내 SLSS를 활용한 쇼핑 경

험을 하며 즐거움을 느낄 것으로 보아 유희성을  SLSS

의 서비스품질을 측정하였다.

4) 기술 안정성

SLSS는 영상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서

비스품질과는 차별화된다. 영상의 품질에 따라 소비

자가 제공받는 정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서비

스품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자 서비스품질, 

모바일 서비스품질 및 SNS 품질에서도 시스템 품질

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기술적 적절성, 웹 접근성, 

보안 및 웹 페이지 전환 속도 등과 같은 시스템 품질

을 특정하였다(Park et al., 2004). Aladwani and Palvia

(2002)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품질, 화면

의 구성 및 기술의 적절성을 제시하며, 기술적인 품

질이 사용자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을 밝혀냈

다. 이처럼 플랫폼 서비스품질의 결정은 먼저 사용

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성이 편리하

고, 시스템이 이용에 문제없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은 소

비자가 판매자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해 

평가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지만, 기술의 

발전과 쇼핑의 채널이 변화하면서 서비스품질을 측

정하는 방법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지속적해서 재검

토되어야 한다. 또한, SLSS라는 생중계 영상 기반의 

새로운 제품 홍보 및 판매 플랫폼이 신흥 마케팅 도

구로 떠오르는 시점에 SLSS에서 기술 안정성에 대

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SLSS는 소비자에게 판매자로부터 다양한 쇼핑 경

험을 제공받아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

며 쇼핑 경험에 몰입하게 된다. 소비자는 미디어의 

존재를 잊고 판매자 및 같은 온라인 공간에 존재하

는 다른 소비자들과 공동으로 쇼핑 경험을 하게 한

다(Haimson & Tang, 2017; Hajli, 2015). 이처럼 소비자

가 SLSS를 통해 쇼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소비

자의 내적 및 행동적 반응인 서비스품질을 지각하게 

된다. 서비스품질 평가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동안에 

또는 경험 후에 가능해지기 때문에(Lee et al., 2000) 

소비자가 SLSS 내에서 쇼핑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과 

인지적 공유를 하는 것이 서비스품질 지각의 선행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SLSS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제공된 채팅 기능

을 통해서 다른 참여자들과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

며 그들과 비슷한 생각 또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며 공동 경험을 하게 된다. 그중 소비자의 인

지적 공유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SLSS의 다른 참여

자들을 자신과 동일한 표상으로 인지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Lim et al., 2009). 만약 판매자가 SLSS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에 반응해주는 태도를 보

이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자신의 관점에 공

감하며 기꺼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SLSS 내 인지적 공유가 

높아진다면 서비스품질의 반응성에 대한 지각 역시 

높아질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플랫폼 내의 콘텐츠를 통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및 관점을 공유하는 

경험인 인지적 공유는 마찬가지로 SLSS내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정보 제공성 지각을 높게 할 

것이라 예상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참여자가 느

끼는 재미, 즐거움 및 흥미의 정도를 말하는 유희성

은 가상의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뚜렷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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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Lee & Lee, 2012). Eighmey(1997)에 따르면 

온라인 사용자들은 흥미로움 안에서 정보를 습득하

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SLSS 내 소비자

들은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상호작용을 하며 정보를 

공유한다고 느끼면서 정보 습득에 대한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공유를 통한 정보 습득은 

소비자가 즐거움과 같은 유희성을 높게 지각할 수 

있다. 나아가 인지적 공유를 높게 지각하는 소비자

들은 제공되는 영상과 채팅을 통해 제품 및 판매자

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하게 될 것이

다. SLSS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공동

체 의식을 높게 인지하며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영상의 시스

템 품질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 1

이 도출되었다. 

가설 1. SLS 내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가 높을

수록 SLSS 서비스품질(반응성, 정보 제공

성, 유희성, 기술 안정성)을 높게 지각할 

것이다.

4. 판매자에 대한 신뢰

일반적으로 신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판매자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불확실성과 위험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판매자와 브랜드에 기

꺼이 의존하려는 소비자의 태도로 정의된다(Moor-

man et al., 1993). 온라인상에서 신뢰의 개념은 오프

라인상의 신뢰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인

터넷 환경은 대부분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

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보다 신뢰는 꼭 필요한 요소

이며(Byeon, 2008; Joh, 2007), 더욱 신중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SNS와 같은 가상 커뮤니티는 신뢰 

형성에 좋은 플랫폼이며, 이때 형성된 신뢰로 공동

의 의견 공유가 가능하며, 가상 커뮤니티에 대한 신

뢰가 가능해진다(Tung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신

뢰를 SLSS의 공동 경험을 통한 지각된 서비스품질

로부터 형성된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믿

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

양한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품질이 신뢰에 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듯이(Cho & Ha, 2015) SLSS

를 통해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지각된 SLSS 서비스품질(반응성, 정보 제

공성, 유희성, 기술 안정성)은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제품 구매의도

신뢰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Doney & Can-

non, 1997; Doney et al., 1998; Gefen, 2000; Jarvenpaa 

et al., 2000; Jarvenpaa & Todd, 1996; Pavlou & Gefen, 

2004), 신뢰를 통해 나타난 소비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곧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밝혀져 왔다

(Bearden & Teel, 1983; Oliver, 1980). 제품 구매의도

란,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로, 

개인의 미래 행동 계획이 신념 및 태도로 옮겨지고, 

곧 행동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말한다(Gefen, 2000; 

Jarvenpaa & Todd, 1996).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구매

태도와 구매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이는 소비자의 구매태도인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소

비자의 예측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SLSS를 통한 소

비자들의 제품 구매의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기

에 SLSS를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탐구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

는다면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우며(Mun & Lee, 2007), 

SLSS 서비스품질을 통해 형성된 판매자에 대한 신

뢰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매자에 대

한 신뢰가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3. 판매자에 대한 신뢰는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소비자의 구매경험

소비자들은 특정한 제품을 구매할 때 과거 구매경

험을 바탕으로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

자들의 과거 경험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4, 2020

– 646 –

이다(Bagozzi, 1981; Fishbein & Ajzen, 1973). 온라인

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SLSS와 같이 SNS 생중계 기반

의 새로운 쇼핑 채널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확실성 혹

은 지각된 위험성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동일한 쇼핑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과거 

구매경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쇼핑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은 그들의 경험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러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는 인지적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Rose et al., 2012). Shim et al.(2001)은 온라인 쇼

핑 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온라인 

쇼핑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

보 탐색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소비자들

은 SLSS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를 통해 제품에 대

한 정보, 지식 및 생각을 공유하며 정보 탐색 경험을 

높이는 것이 쇼핑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험이라고 

인지하게 될 것이다.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경험

이 없는 소비자보다 SNS 서비스품질을 높게 인지하

고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Mu & Moon, 2015), 

온라인상의 구매경험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대 

및 만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ppas 

et al., 2014).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제품 구매경험에 따른 온라인 쇼핑 평가 및 

태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SLSS

와 같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서비스품질 

지각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형성에서 소비자의 구매

경험 유무가 갖는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과거 긍정적인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브

랜드 및 판매자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되고(Ch-

ang & Chen, 2008), 긍정적인 경험과 쾌락을 위해 쇼핑 

경험을 하게된다. SLSS를 통한 쇼핑 경험은 일반적

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 활동을 하거나 오프

라인 매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SNS를 

통한 경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품 구매만을 위한 

행동이기보다 재미와 즐거움을 추가로 얻기 위한 행

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SLSS의 서비스품질 중 반응

성과 유희성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적접인 상

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 다른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는 차별점을 보여주는데, 만약 소비자가 SLSS를 통

한 구매경험이 있다면 과거의 SLSS 내 판매자와 소

비자가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는 환경의 쇼핑 경험

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서비스품질 지

각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소비자의 직 · 간접적인 경험이 그들의 인지

적 및 정서적 경험의 상태를 촉발하여 곧 온라인 쇼

핑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Rose 

et al., 2012). 소비자의 과거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판

매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해당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1. SLSS를 통한 제품 구매경험이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

로부터 SLSS의 서비스품질인 반응성 및 

유희성 지각을 더 높게 할 것이다.

가설 4-2. SLSS를 통한 제품 구매경험이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지각된 SLSS의 서비스품

질(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 기술 안

정성)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더 높

게 지각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모형

도출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양적 조사를 위해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SNU IRB) 승인 이후 한국의 전문 리서치 

기관에 설문 대상 모집을 위탁하였으며,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법을 통해 모집된 패널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은 SLSS의 기능이 적용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용자 중에서 실제

로 인스타그램 내 SLSS 기능인 ‘라이브(Live)’를 통해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시청해 보았거나 이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 인스

타그램 사용자들로 구성하여 자신들의 SLSS 경험을 

회상하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스타그램이 

성장하는 데 있어 20대와 30대 여성의 이용률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고(Cha, 2018), 인스타그램의 S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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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주로 

20~30대 여성이며, 최근 국내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를 통해 패션 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강식품, 미

용 도구 등을 판매 및 홍보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총 200명이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

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86명의 

응답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

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설문 여성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9.8세로 

나타났으며, 미혼자가 119명(64.0%)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으며

(대학교 재학: 25명, 13.4%, 대학교 졸업: 139명, 74.7%), 

직업에서는 사무직 99명(53.2%)과 학생 30명(16.1%)

이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계 수입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수가 38명

(20.4%)이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패션 제품 구입 지

출액에서는 1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미만으로 지출

하는 응답자 수가 94명(50.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평소 SNS 사용 습관을 함께 조사하여 평균적

인 SNS 이용 추이를 확인한 결과, 인스타그램 ‘라이

브’를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1회 이상 있

는 응답자들은 114명(61.3%)으로 나타났으며, 72명

(38.7%)은 구매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과 관련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시청 및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 주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들이 109명

(58.6%)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인

스타그램 접속 빈도로는 하루 5회 이상이 57명(30.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인스타그램 하루 

이용 빈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척도 구성

여러 선행연구에서 신뢰성 및 타당성이 검증된 척

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척도를 보완 

및 수정하였다.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에 관한 3문

항, SLSS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15문항, 판매자에 대

한 신뢰에 관한 5문항, 제품 구매의도에 관한 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에 관

한 측정 문항은 Lim et al.(2012)과 Bründl et al.(2017)

의 연구에서 발췌하였으며, SLSS의 서비스품질 중 

반응성은 Parasuraman et al.(1991)에서, 정보 제공성

은 Huang et al.(2015)과 An and Kim(2012)에서, 유희

성은 Shin(2013)과 McKinney et al.(2002)의 연구에서, 

그리고 기술 안정성은 Aladwani and Palvia(2002)와 

Park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 ‘SLSS’를 

추가하여 SLSS 서비스품질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 및 제품 구매의도의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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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문항은 Kim and Park(2013)에서 SLSS 내 판매 

상황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최종 27문항의 모든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문항 내용은 <Table 

1>–<Table 4>와 같다.

IV. 연구결과

1.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 문항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SPSS 23.0

을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Table 1)–(Table 4). 모든 변수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이 .789~.927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SLSS의 서비스품질 문

항에 대하여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 결

과로 요인부하량 값이 .681~.861, 고유치가 1.000 이상

으로 나타나 측정 문항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2. 연구가설 검증

1) SLSS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지적 공유의 효과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가 SLSS 서비스품질인 

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 기술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4회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Factor Name Item Cronbach's α

Cognitive Communion

When using SLSS, I feel I share similar thoughts with the users in the chat.

.789When using SLSS, I feel my information is shared with the users in the chat.

When using SLSS, I feel I share the same perspective as the users in the chats. 

Table 1. Cronbach's α of cognitive communion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Responsiveness

Product seller from SLSS will tell customers exac- 

tly when service will be performed.

.796

2.980
19.869

(19.869)
.842

Product seller from SLSS will give prompt service 

to customers.

.793

Product seller from SLSS will always be willing to 

help customers

.770

Product seller from SLSS will never too busy to res- 

pond to customer requests

.697

Contents

Informativeness

Product seller from SLSS provides all customers 

with a convenient operating time. 

.681

2.673
17.819

(37.688)
.859The content of SLSS is concise. .754

The content of SLSS is accurate. .740

SLSS provides complete contents. .818

Playfulness

I enjoy using SLSS. .794

3.002
20.011

(57.700)
.897

I enjoy doing things with SLSS. .779

I find SLSS enjoyable and exciting. .811

SLSS looks attractive to me. .817

System

Availability

SLSS launches and runs right away. .833

2.561
17.075

(74.774)
.889SLSS video is stable. .863

There is no problem accessing SLSS. .851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ervice quality of S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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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의 회귀계수는 서비스품질(반응

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 기술 안정성) 지각에 있어 

유의수준 p<.001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에 따라 가설 1이 지지되었다.

2) 신뢰에 대한 SLSS 서비스품질의 효과

지각된 SLSS 서비스품질(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

희성, 기술 안정성)이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SLSS 서비스품질 중 반응

성(β=.228, p=.001), 정보 제공성(β=.298, p=.000), 유희

성(β=.283, p=.000)은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 모두 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지만, 기술 안정성(β=.107, p

=.082)은 p<.05 수준에서 신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3) 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신뢰의 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판매자

에 대한 신뢰는 제품 구매의도에 p<.001 수준에서 유

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가설 3

이 지지되었다.

4) 소비자 구매경험의 조절효과 

SLSS로부터 소비자의 제품 구매경험 유무에 따라 

SLSS의 서비스품질 지각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형성

에 차이가 있는지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패션 제품 구매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응

답(n=114)과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n=72)을 바탕으로 

Factor Name Item Cronbach's α

Trust in Seller

Buying product through SLSS is trustworthy.

.878

I trust that this product seller from SLSS keeps my best interests in mind.

This product seller from SLSS will keep its promises.

I believe in the information that this product seller from SLSS provides.

This product seller from SLSS wants to be known as a company that keeps its promises 

and commitments.

Table 3. Cronbach's α of trust in seller

Factor Name Item Cronbach's α

Purchase Intention

I am likely to purchase products/services through SLSS.

.927
Given the opportunity, I would consider purchasing products through SLSS in the future.

It is likely that I will actually purchase products through SLSS in the near future.

Given the opportunity, I intend to purchase products through SLSS.

Table 4. Cronbach's α of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Responsiveness

Cognitive Communion

.332 3.632*** .309 27.190***

Contents Informativeness .460 4.822*** .248 20.026***

Playfulness .400 5.002*** .473 54.404***

System Availability .269 2.551*** .082   5.427***

***p<.001

Table 5. Regression results of cognitive communion on service quality of S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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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8>–<Table 9>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SLSS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경험이 많을수록 반응성 지각에 대한 인지적 공

유의 효과(β=.257, p=.010)가 높아지고, 유희성 지각에 

대한 인지적 공유의 효과(β=.211, p=.016) 또한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LSS의 서비스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관계에서 제품 구매경험 유무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Table 10>의 결과와 같이 

서비스품질의 기술 안정성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관

계에서는 구매경험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지만(β=.241, p=.008), SLSS 서비스품질의 반

응성(β=.001, p=.995), 정보 제공성(β=.056, p=.550) 및 

유희성(β=.087, p=.412)과 신뢰의 관계에서는 구매경

험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회귀분석결

과에서는 SLSS 서비스품질의 기술 안정성이 판매자

에 대한 신뢰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만약 

소비자가 과거에 SLSS를 통한 구매경험이 있다면 기

술 안정성이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LSS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

경험이 있을시 판매자 신뢰 형성에 대한 기술 안정성

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합적으로, SLSS를 통해 패션 제품 구매경험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인지적 공유가 SLSS의 서비스

품질인 반응성 및 유희성 지각을 더 높게 할 것이라

고 가정한 가설 4-1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지지되었다. 반면에, 구매경험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SLSS의 서비스품질(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 기

술 안정성)은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더 높게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4-2에 대해서는 구매경험이 

있을 때 SLSS의 서비스품질 중 기술 안정성이 유일

하게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

분적으로 지지되었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Trust in Seller

Responsiveness .228 3.488***

.544 53.994***
Contents Informativeness .298 4.393***

Playfulness .283 4.306***

System availability .107 1.752***

***p<.001

Table 6. Regression results of service quality of SLSS on trust in seller

1st Step 2nd Step 3rd Step

β VIF β VIF β VIF

Dependent Variable Cognitive Communion .519 1.000 .513 1.058 .310** 2.638

Moderator Purchasing Experience .025 1.058 .041** 1.068

Interaction
Cognitive Communion ×

Purchasing Experience
.257** 2.530

R2 (F)
.269 (67.815***)

.270 (33.821***) .296 (25.499***)

ΔR2 (F) .001 (00.143*)** .026 (06.736**)*

*p<.1, **p<.01, ***p<.001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purchasing experience in respons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2 F

Purchase Intention Trust in Seller .776 16.689*** .602 278.523***

***p<.001

Table 7. Regression results of trust in seller on purcha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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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및제언

최근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이 오프라인에서 온라

인, 나아가 모바일과 SNS로 확대되면서, 패션 리테일

러들은 SNS 사용자들을 소비자로 겨냥하면서 생중

계 기반 정보 제공 및 쌍방향 상호작용 중심의 서비스

를 제공해주고 있다. SLSS를 통한 쇼핑 경험은 기존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

매할 때 판매자 및 브랜드와 면대면 상호작용이 어렵

고 제품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확실

성과 같은 한계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많은 리테일

러와 소비자에게 주목받는 서비스로 떠오르게 되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LSS를 통한 소비자의 쇼핑 

경험과 소비자가 지각하는 SLSS 서비스품질 속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롤 확인하는 연

구가 시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비자들

이 SLSS를 통한 쇼핑 경험을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인지적 공유를 하며 서비스품질 평가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

고자 하였다. 또한, SLSS 서비스품질에 대한 선행연

Dependent Variable Interaction Result of Moderating Effect

Responsiveness Cognitive Communion × Purchasing Experience β=.257, p=.010

Playfulness Cognitive Communion × Purchasing Experience β=.211, p=.016

Trust in Seller

Responsiveness × Purchasing Experience β=.001, p=.995

Contents Informativeness × Purchasing Experience β=.056, p=.550

Playfulness × Purchasing Experience β=.087, p=.412

System Availability× Purchasing Experience β=.241, p=.008

Table 11. Moderating effect of purchasing experience

1st Step 2nd Step 3rd Step

β VIF β VIF β VIF

Dependent Variable System Availability .471 1.000 .418 1.058 .241 2.204

Moderator Purchasing Experience .228 1.058 .239 1.062

Interaction
System Availability × 

Purchasing Experience
    .241** 2.118

R2 (F)
.222 (52.477***)

  .271 (34.044***)   .299 (25.815***)

ΔR2 (F) .049 (12.369**) .027 (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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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purchasing experience in trust in seller

1st Step 2nd Step 3rd Step

β VIF β VIF β VIF

Dependent Variable Cognitive Communion .647 1.000 .609 1.058 .442 2.638

Moderator Purchasing Experience .164 1.058 .178 1.068

Interaction
Cognitive Communion × 

Purchasing Experience
   .211* 2.530

R2 (F)
.419 (132.561***)

.444 (73.166***) .462 (52.073***)

ΔR2 (F) .026 (  8.423**)* .018 (  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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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Moderating effect of purchasing experience in play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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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없는 시점에 인지된 공유를 통해 지각되는 SLSS 

서비스품질의 하위 요인을 재구성하여 판매자의 신

뢰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SLSS

와 같이 새로운 플랫폼에 직면한 소비자들의 과거 구

매경험 유무가 과연 서비스품질 지각과 판매자 신뢰 

형성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SLSS를 통한 공동 경험

의 인지적 공유가 높을수록 SLSS의 서비스품질(반

응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 기술 안정성) 지각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유를 하는 소비자들

은 다른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인지하기 때

문에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 및 지

식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를 얻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술 안

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들은 제품의 정보 수집 과정을 통해 제품에 대한 태

도와 구매를 결정한다(Oh & Kim, 2014). 즉, 제품, 서

비스 및 정보를 공유를 통해 공동 경험을 지각하는 

인지적 공유의 소비자들은 SLSS를 제품 구매결정을 

위한 제품 정보 수집 활동으로 지각하여 이에 대한 

모든 서비스품질 지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SLSS의 서비스품질(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

희성, 기술 안정성)이 판매자에 대한 신뢰 형성에 영

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SLSS의 서비스품질 

요인 중 기술 안정성은 신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 정보 제공성 및 유희성은 

판매자나 다른 소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각되

는 서비스품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 안정성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각하지 않고 소비자

들이 시청하고 있는 기기나 인터넷 연결성과 같은 기

술적인 오류로 간주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에 판매자가 신속하고 소비자의 요청에 반응해주는 

반응성, 제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주는 정보 

제공성 및 서비스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자체에서 오

는 즐거움인 유희성은 소비자가 SLSS 내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이루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SLSS 내 판매자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가 제

품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 확인되어,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제품 구매의도 형

성을 위한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LSS 내 제품 판매자는 특히 다른 온라인 쇼핑 채널

과 달리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소비자들과 대면하면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이러

한 판매자로부터 형성된 신뢰는 그 어떠한 전자상거

래 형태의 채널보다 소비자의 제품 구매의도를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품질 지각과 판매자 신뢰 형성

에 대한 소비자의 SLSS를 통한 구매경험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다. 먼저, SLSS를 통한 패션 제품 구매경

험이 많을수록 SLSS 서비스품질 요인인 반응성 및 

유희성 지각에 대한 인지적 공유의 효과가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SLSS라는 플랫폼이 다른 쇼핑 

채널과 가장 차별화된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

는 것이다. SLSS를 통해 판매자는 즉각적으로 반응

하며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판매자 대부분은 소비자이자 시청자의 참여를 유

도 및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반응

과 재미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SLSS를 통해 이미 패

션 제품을 구매해본 소비자는 제품의 실물을 받아 봄

으로써 촉각적 및 물리적인 단서로부터 만족 및 신

뢰를 느껴(Rose et al., 2012) 과거에 경험한 SLSS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전체 표본에서 SLSS 서비스품질 요인 중 기술 

안정성을 제외한 반응성, 정보 제공성, 유희성이 판

매자에 대한 신뢰를 이루었지만, 만약 소비자가 과거

에 SLSS로부터의 제품 구매경험이 있다면 기술 안

정성만이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이루는 데에 중요 변

수가 됨을 설명하였다.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및 SNS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자 할 때, 해당 제품을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

태에서 구매하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기술적인 

문제를 우연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반면, 기존에 SLSS를 통한 제품 구매경험이 

있고 서비스 이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기술 안정성 

또한 판매자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변수인 것

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과거 경

험으로부터 자신이 얻는 이익을 기대하고(Dorsch et 

al., 2000)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받도록 기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SLSS를 실질적인 패션 마케팅 도구로

서 주목하여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공동 경험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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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각된 SLSS의 서비스품질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SNS 내 실시간 생중계 서비스를 통한 소비

자들의 반응과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기

존 SLSS 관련 연구로부터 차별화한 학문적인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많은 리테일러들이 영상 콘

텐츠를 활용하여 소비자들과 실시간 상호작용 중심

의 의사소통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리테

일 환경에서, 본 연구는 SLSS이라는 플랫폼을 이해

하고 소비자의 쇼핑 경험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고찰

함으로써 패션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

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SLSS

의 서비스품질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SLSS 공동 경험의 인지적 공유를 높이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에 대한 신뢰 형성

을 위해서는 SLSS 서비스품질의 반응성, 정보 제공

성 및 유희성이 중요한 변수이며, 구매경험이 있는 

기존 소비자들에게는 기술 안정성의 영향 또한 고려

돼야 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패션 브랜드 및 판매자

가 SLSS를 통해 브랜드 및 제품을 홍보하고자 할 때 

서비스품질 개선, 판매자의 신뢰 형성, 제품 구매의

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설립할 수 있는 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는 SNS를 통한 SLSS 기능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 시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SNS(인스타그램) 내 SLSS를 통한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SLSS를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플랫폼에 도입시켜 

라이브 커머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쇼핑 채널 또한 나

타나고 있어 라이브 커머스가 도입된 전용 쇼핑 채

널에서의 소비자의 쇼핑 경험은 SNS 내 SLSS를 통

한 쇼핑 경험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사료

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전문적

으로 운영하는 리테일 채널로부터의 소비자들의 반

응과 SLSS 서비스품질의 효과를 확인하고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SLSS 서비스품질 요인으로 본 연구

자가 재구성한 요인 외에도 SLSS 서비스품질로 나

타날 수 있는 속성들이 존재한다. SLSS를 통해 판매

자가 소비자에게 지식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정

도, SLSS 이용 중에 소비자가 정신적으로 몰입하는 

정도, 영상의 레이아웃 및 외적인 요소와 같이 SLSS

를 통해 측정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품질을 측

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충분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재구

성한 서비스품질과 함께 추가적인 SLSS 서비스품질 

평가 속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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