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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untact) 마케팅이 부상

함에 따라 패션 산업 내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을 통해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인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코로

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일상이 되었고 이러

한 소비 환경의 변화는 라이브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수많은 패션 브랜드

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전

략을 실행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카카오 ‘록딜라이

브’, 롯데백화점의 ‘100라이브’ 등이 있다. Cha(2020)

에 따르면, 네이버(NAVER)와 카카오(Kakao)는 라이

브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을 공략하며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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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nefits perceived by consumers from a live commerce 

channel and verified effects on trust in seller/product relationship and purchase intention to establish a strategy

for a live commerce channel.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04 women residing in Korea who had 

watched a video on fashion products shown by the NAVER Shopping channel. The perceived relational bene-

fits from the live commerce channel were extracted into four groups: psychological, social, economic, and cus-

tomerization benefits. Psychological benefi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seller but not trust

in product. Social benefits and customization benefits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trust in seller and product, 

but economic benefits had no effect. Trust in seller and in product had positive effects on purchase intention. 

Understanding consumer response in relation to perceived relationship benefits in live commerce can contri-

bute strengthen consumer behavior research on live commerce channels. These results can guide fashion com-

panies as they develop live commerce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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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네이버는 2020년 3월부터 ‘쇼핑라이브’라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툴을 선보이며 방송 1시간 만에 매출 

4억 원을 올리고 시청자도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Jung, 2020). 이러한 라이브커머스

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실

시간 동영상을 통해 판매원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질문하거나 다른 소비자들과 실시

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부상하는 현 시점에 라이브커머스 내에서 소비자 신

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적인 마케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혜택에 관해 연구된 대다수

의 선행연구들(Bae & Park, 2010; Chae, 2013; Jung & 

Yang, 2013; Su et al., 2009)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 매장과는 다르게 편리성이나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된 관계혜택이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이는 

데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온라인 관계혜택에 관해 연

구한 Berry(1995)와 Lee and Park(2013)의 연구에 따르

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 시 브랜드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혜택을 인지하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불안 요

소들을 감소시켜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높은 사회적 현존감과 활발한 상

호작용을 통해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고 불

확실성을 줄여주어 라이브커머스 판매원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일 수 있다(Hajli, 2015). 또한 라이브커머스는 

판매원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들 간의 참여와 실시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쇼핑과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소비자가 

정보를 얻고 탐색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전 과정이 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이 기존의 온라

인 쇼핑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가 제공받는 정보

에 대한 해석이나 신뢰도는 제품 구매의도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Jang & Chung, 2014). 

또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 시에 판매원의 정당성

과 제품의 진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Chen 

& Dhillon, 2003). 특히 온라인 쇼핑에서는 오프라인과

는 달리 판매원이나 제품을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

기 때문에 더 높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판매

원의 불확실성 및 기회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제품 품

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Ba & Pavlou,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자 신뢰를 판매원과 대한 신

뢰와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이브커머스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황 및 이용 동기에 관

한 연구(Cai & Wohn, 2019; Lee et al., 2018), 라이브 스

트리밍 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Jung, 2017), 라이

브 스트리밍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Kim & Limb, 

2020; Song & Lee, 2020),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지

각된 가치에 관련된 연구(Wongkitrungrueng & Assa-

rut, 2020)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의 

지각된 관계혜택과 신뢰 및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련

된 실증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혜택이 소

비자 신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에 맞춰 

신뢰를 단일차원이 아닌 정보원 신뢰와 제품 신뢰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을 라

이브커머스 시장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두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신뢰 관

련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 학술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관계혜택의 효과 차이를 실증

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라이브커머스 관련 패션 기업의 

차별적인 채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및가설설정

1.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란 스트리밍 비디오(streaming video)

와 이커머스(e-commerce)가 결합된 새로운 용어로, 오

프라인 매장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Wongkitrungrueng & Assarut, 2020). 즉, 온라인 채팅

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

개하는 스트리밍 방송으로 판매원과 소비자 간에 즉

각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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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전문 쇼핑 쇼호스트들이나 인

플루언서, 패션 기업 직원 등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출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

보와 리뷰 등을 제공해주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소비

자의 질문 혹은 문의 사항에 즉석으로 응대할 수 있도

록 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제

공받고 이탈 없이 바로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

으며 배송 정보까지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라이브커머스 내 실시간 상호 소통은 소비자로 하여

금 제품에 관해 보다 진실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도

록 하며 의사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Wongkit-

rungrueng & Assarut, 2020).

 

2. 관계혜택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roy)에 따

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목표 달성에 도

움이 되는 미디어 채널을 이용하는데(Katz et al., 1973), 

소비자들은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지각함에 따라 해당 채널을 지속

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계혜택(relational benefits)

이란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매원과 장기적 관계를 형

성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혜택이나 보상 등

을 의미하며, 이는 판매원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포함한다

(Gwinner et al., 1998). Bowen and Shoemaker(1998)

는 관계혜택을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높은 몰입도

를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ennig- 

Thurau et al.(2002)은 관계혜택이 서비스 제공자와 소

비자 간 오랫동안 지속해온 관계확립의 결과로 소비

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라고 하였다. 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관계혜택이 소비자의 만족도, 

충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

비자와의 장기적 관계형성의 선행변수임이 밝혀졌다

(Gwinner et al., 1998; Patterson & Smith, 2001; Ravald 

& Grönroos, 1996). Gwinner et al.(1998)은 기업과 소비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양쪽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될 때 

상호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호 

관계혜택은 관계지속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판매원과 소비자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둘 사이에 혜택과 신뢰를 포함하는 상호 혜택이 존

재해야 하며(Berry, 1995), 소비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제공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친밀감 확

대나 지각된 불안감, 위험 요소 감소 등과 같이 잠재적

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Hennig-Thurau et al., 2002; 

Reynolds & Beatty, 1999). 또한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

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 쇼핑몰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각하게 되면 이는 소비자의 만족도 및 신뢰

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특히 온라인에서는 경제적

인 보상이나 편리성 등과 관련된 관계혜택이 높은 영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 Yang, 2013; 

Lee & Park, 2013). Choi and Kwon(2019)의 연구에서

도 소셜커머스에서의 관계혜택이 소비자 신뢰와 몰

입, 그리고 고객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관계혜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차

원으로 분류되었으며, 학자들에 의해 2개, 3개, 또는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Yen and Gwin-

ner(2003)는 특별대우혜택(special treatment benefits)

과 심리적 혜택(confidence benefits)으로 구분하였으며, 

Hennig-Thurau et al.(2002)은 확신적 혜택(confidence 

benefits),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s), 특별대우혜택

(special treatment benefits)으로 하였다. Gwinner et al.

(1998)의 연구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을 심리

적 혜택(phychological benefits),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s), 경제적 혜택(economic benefits), 커스터마이

제이션 혜택(customization benefits)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Shin and Yoo(2017)의 연구는 관계혜택

을 경제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고객화 혜

택으로 구분하였으며, 네 가지 요인 모두 고객만족, 전

환 비용 및 관계유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eo and Kim(2014)은 관계

혜택을 사회적 혜택, 확신적 혜택, 경제적 혜택, 고객

화 혜택으로 구분하였으며 확신적 혜택과 고객화 혜

택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Chae(2013)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을 경제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 정

보적 혜택으로 구분하고 소비자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라이브커머스 상에서의 관계

혜택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온라인 관

계혜택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Gwinner et al.

(1998)이 제시한 정의 및 특성을 인용하고 있다(Hen-

nig-Thurau et al., 2002). 이에 본 연구는 Gwin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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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의 연구를 토대로 라이브커머스에서의 관계혜

택을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경제적 혜택, 커스터

마이제이션 혜택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관계혜택이 

소비자 신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심리적 혜택이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에서 가지게 되는 편안함, 혹은 안정감 등의 느낌을 말

하며, 이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감소하고 확신이나 신

뢰를 가지게될 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

적 혜택은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 내의 구매과정에서 

불안감 등을 감소하고 편안함이나 안정감 등을 가지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혜택은 서비스 제공자

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기는 친밀김이나 개인적인 

관심 등의 긍정적인 감정적 관계로 설명되는데, 온라

인 내의 사회적 혜택은 다른 소비자 혹은 서비스 제공

자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고객의 후기, 

트렌드 정보 등의 사회적 관계를 내포한다(Ji et al., 

2008). 이러한 사회적 혜택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관

계 참여도가 높을수록 높게 인식되며 서비스 제공자

와의 개인적 관계가 높은 서비스에서 높게 지각될 수 

있다(Gwinner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혜택

은 라이브커머스에서 다른 고객의 구매 후기나 트렌

드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소비자와 판매원과의 사회

적 관계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혜택은 소비자

들이 기업과의 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경제적인 이점

으로 할인이나 세일 등의 특별한 금전적인 혜택으로 

설명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기이다(Peterson, 1995). 본 연구는 경제적 혜택을 라

이브커머스 내에서 제공되는 가격할인, 마일리지 적

립 등의 경제적인 보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은 소비자들이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일반적인 소비자들과는 다르게 

제공받는 우선적 대우나 특별한 서비스와 같은 혜택

을 의미한다(Gwinner et al., 1998). Gwinner et al.(1998)

에 따르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고객은 기업에게 보답

해야한다고 인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커스터마이제

이션 혜택은 고객에게 인지적, 감정적 전환 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을 라이브커머

스에서 다른 소비자들과는 다르게 제공받는 우선적 

대우나 특별한 서비스 등의 혜택으로 정의하였다.

3. 소비자 신뢰

신뢰는 일반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약속을 잘 이행하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언행이 일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발생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방식

으로 행동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

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Gefen et al., 2003). 또한 소

비자가 불확실성이나 위험 요소를 가지더라도 자신

의 제품 구매에 판매원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

여 해당 판매원에게 의존하려는 소비자의 태도로도 

설명된다(Moorman et al., 1993). 온라인 상에서는 오

프라인과 다르게 판매원과 직접적인 접촉이 어렵고 

물리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없는 특성

이 있어 온라인 신뢰가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Ge-

fen, 2000).

이러한 온라인 신뢰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

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이트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회

사의 좋은 의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이트 시스템에 

대한 인상 등을 포함한다(Bart et al., 2005). Komiak 

and Benbasat(2004)는 신뢰가 회사 및 판매원, 제품, 채

널 등에 대한 신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판매원이 생방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쌍방향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판매원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Ba and Pavlou(2002)에 따르면, 전자상거래(e-

commerce)에서 소비자들은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 위

험, 즉 판매원의 정체성 불확실성 및 기회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제품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질수 있다. 

따라서 라이브커머스에서는 특히 신뢰를 판매원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여 고려할 필

요성이 있다. Wongkitrungrueng and Assarut(2020)도 

페이스북(Facebook)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해 연

구하였는데, 판매원에 대한 신뢰(trust in seller)와 제

품에 대한 신뢰(product)로 구분한 바 있다. 판매원 신

뢰는 판매원이 신뢰할 수 있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말

하며(Lu et al., 2010), 제품 신뢰는 제품이 자신의 기대

에 부합하고 설명된 것과 같을 것이라는 고객의 믿음

을 말한다(Pappas, 2016).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에서 해당 브랜드가 제공하

는 다양한 혜택을 인지하게 되면 이에 따른 만족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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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

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가 생성된다(Berry, 1995). 

Chen and Dhillon(2003)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할 경우에 판매원의 정당성(legitimacy)과 제

품의 진정성(authenticity)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는 판매원과 즉각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해당 판매원

에게 다소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실시간 영상

을 통해 판매원의 얼굴이나 표정, 판매 제품 등을 꾸

밈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 판매원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일 수 있다(Wongkitrungrueng & Assarut, 2020).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체형을 가진 모델이 아닌 일반

인과 비슷한 다소 평범한 모델에게 옷을 입혀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실제 제품에 대

한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Wang et al., 2000).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 질문

과 판매원의 응답 등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사회적 혜택을 지각하고 높은 만족도 

및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Gwinner et al., 1998). 뿐만 

아니라, 많은 패션 기업들이 라이브커머스 내에서 생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격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특별한 경제적인 보상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

는 소비자들이 관계를 유지 및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

인 동기로(Peterson, 1995)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밀레

니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잘 맞고 다른 소

비자와는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는데, 소비자가 자신에게 특별화된 커스터마이제이

션 혜택을 인지하면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

지며 이는 소비자 신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Yen and Gwinner(2003)는 인터넷 여행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혜택과 특

별대우혜택이 이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Yi(2007)는 패션 관련 인터넷 상거래 

연구에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이 고객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Chae(2013) 또한 인터넷 쇼핑몰 관련 연구에서 지각

된 경제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 정보적 혜택이 소비자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외

에 많은 선행연구(e.g., Byun & Oh, 2006; Ha & Jeong, 

2004)에서 관계혜택이 소비자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신뢰를 판매원

이 믿을만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하는 ‘판매원 신뢰’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제품 설명과 일치하는 제품을 제공받는다는 ‘제품 신

뢰’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

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이 판매원 및 제품 신뢰와 소비

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4. 소비자 구매의도

구매의도란 소비자의 예상된 미래 행동으로 소비자

가 특정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또

한 구매의도는 소비자의 신념 및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

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행동지표로도 설명된다(Morri-

son, 1979). 신뢰는 온라인에서의 불확실성 및 위험 요

소들을 상쇄시키며 이는 다시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Mayer et al., 1995). 대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온라인 상에서의 신뢰가 온라인 제품 구매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바 있다(Bhattacher-

jee, 2002). 따라서 라이브커머스에서 생성된 판매원 

및 제품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구매의도

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브커

머스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을 알아보고 이

러한 관계혜택이 소비자 신뢰를 거쳐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

고자 한다. 지각된 관계혜택에는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경제적 혜택,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이 포함되

어 있고, 신뢰에는 판매원 신뢰와 제품 신뢰가 포함되

어 있다. 이를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심리적 혜택은 신뢰(H1a 판매원 H1b 제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 혜택은 신뢰(H2a 판매원 H2b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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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경제적 혜택은 신뢰(H3a 판매원 H3b 제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은 신뢰(H4a 판매원 H4b 

제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판매원 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6. 제품 신뢰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및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소비자의 지각된 관계혜

택의 하위차원인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경제적 혜

택,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은 각각 ‘소비자가 라이브

커머스 내의 구매과정에서 불안감 등을 감소하고 편안

함이나 안정감 등을 가지는 것’, ‘라이브커머스에서 다

른 고객의 구매 후기나 트렌드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소비자와 판매원과의 사회적 관계’, ‘라이브커머스 내

에서 제공되는 가격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제적

인 보상’, ‘라이브커머스에서 다른 소비자들과는 다르

게 제공받는 우선적 대우, 특별한 서비스 등의 혜택’으

로 정의하였다. 판매원 신뢰는 ‘판매원이 믿을만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믿음’으로, 제품 신뢰

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제품 설명과 일치하는 

제품을 제공받는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

으로 구매의도는 ‘라이브커머스 내 판매 제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국

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중 네이버 쇼핑라이브 채널에

서 패션 제품 관련 영상을 시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들 총 2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6부를 제외한 총 204부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국내의 대표

적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며 최근 큰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므로(Jung, 2020) 본 연구는 네이브 쇼핑라

이브 채널의 소비자들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

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내 인지된 관계혜택, 정보원 신뢰 및 제품에 대한 신

뢰, 소비자 구매의도를 묻는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심리적 혜택은 

Gwinner et al.(1998), Reynolds and Beatty(1999)의 연

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하여 4문항을 사용하였

다. 사회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은 Gwinner et al.(1998)

과 Mittal and Lasser(1998)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을 수정하여 각각 4문항, 3문항을 사용하였다. 커스터

마이제이션 혜택은 Gwinner et al.(1998)과 Mittal and 

Lassar(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4문

항을 사용하였다. 정보원 신뢰와 제품 신뢰에 관한 문

항은 Wongkitrungrueng and Assarut(2020)의 연구에

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각 3문항씩 사용하였다. 마

지막으로 구매의도는 Davis(1989)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수정하여 총 3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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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AMOS 21.0과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23.0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1.0으로 확인적 요

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연령을 살펴보면 20대는 91명(44.61%), 30대 94명

(46.10%), 40대 5명(2.45%), 50대 11명(5.39%), 60대는 

3명(1.47%)으로 20~3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재학 이상이 63명(30.88%), 대학교 

졸업이 99명(48.53%), 대학교 재학 35명(17.16%)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응답자들로 구성되

었다. 직업은 사무직 61명(29.90%), 학생 60명(29.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이 73명(35.78 %), 미혼이 

131명(64.22%)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38명(18.6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0명(14.71%),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25명(12.25%) 순으로 차지하였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먼저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각한 관계

혜택의 개념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분석(베

리맥스 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 및 본 연구가설과 같이 심

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경제적 혜택, 커스터마이제이

션 혜택의 총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4개의 요인에 

의한 누적 변량은 83.96%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값과 요인부하량 값이 모두 .70 이상, 고유치가 1.00 이

상으로 측정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Ta-

ble 1).

본 연구의 측정문항들의 적합도 및 구성타당도(con-

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χ2=186.38(df=119), χ2/df=1.57, 

p=.00, GFI=.91, TLI=.97, CFI=.98, RMSEA=.05로 나

타나 만족할만한 적합도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구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

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알아보았

다. 먼저 집중타당성은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각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평

균 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50 이상,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값은 

.70 이상이어야 한다(Lee & Lim, 2013).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모두 .7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AVE 값이 .60 이상, CR 값은 .90 이상으로 집

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Table 1> 또한 판별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구성개념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 값을 비교한 결과, 각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적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2).

 

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Fig. 2>, <Table 3>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df)=186.38(119), Nor-

med χ2=1.57, GFI=.91, TLI=.97, CFI=.98, RMSEA= 

.05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구조모형을 분

석한 결과, 심리적 혜택은 판매원에 대한 신뢰(β=.30, 

p<.05)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나 제품에 대한 신뢰(β= 

.05,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어 가설 1a는 채택, 1b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혜택

은 판매원 신뢰(β=.24, p<.05)와 제품 신뢰(β=.36, p< 

.01)에 모두 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a, 

2b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혜택은 판매원 신뢰

(β=.13, p>.05)와 제품 신뢰(β=‒.13,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3a와 3b는 기각되었다. 커스

터마이제이션 혜택은 판매원 신뢰(β=.25, p<.05)와 제

품 신뢰(β=.52, p<.001)에 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a, 2b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혜택 및 커스터마이제이션 혜

택이 소비자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Gwinner 

et al.(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경제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

이 소비자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

(Chae, 201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Shin and Yo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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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t-value AVE CR Cronbach's α

Psychological 

benefits

I enjoy shopping at NAVER Shopping LIVE. .76 13.10

.70 .97 .87I like shopping at NAVER Shopping LIVE. .79 13.99

Shopping through NAVER Shopping LIVE is comfortable. .78 -

Social 

benefits

The reviews in NAVER Shopping LIVE is helpful for my 

purchase decision.
.79 -

.67 .95 .80
Seller's response in NAVER Shopping LIVE helps me pur-

chase products.
.87 10.88

Economic 

benefits

NAVER Shopping LIVE has many opportunities to pur-

chase products at low prices.
.83 -

.81 .95 .90

NAVER Shopping LIVE has many price discounts. .87 15.58

Customization 

benefits

The seller of NAVER Shopping LIVE gives me a specific 

and quick response.
.81 -

.65 .93 .79
NAVER Shopping LIVE provides a variety of products and 

services suitable for me.
.84 10.71

Trust in 

seller

I believe in information provided by sellers on NAVER 

Shopping LIVE.
.84 -

.78 .98 .91I can trust sellers who use NAVER Shopping LIVE. .89 16.71

I think the sellers of NAVER Shopping LIVE are worth 

trusting.
.88 16.46

Trust in 

product

I think the product ordered from NAVER Shopping LIVE 

will be similar to what I imagined.
.82 12.90

.70 .98 .87
I think I will be able to use it as I saw it on NAVER Shopping 

LIVE. 
.84 -

I think the product I ordered will be the same as the one 

shown on NAVER Shopping LIVE.
.88 15.11

Purchase 

intention

I am willing to purchase products on NAVER Shopping 

LIVE.
.94 -

.78 .97 .91
I want to purchase products sold on NAVER Shopping 

LIVE.
.94 15.15

Table 1. Result of measurement model

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고객화 혜택이 

고객만족과 관계유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밝혔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커스터마이제

이션 혜택과 사회적 혜택은 판매자 및 제품에 대한 신뢰

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혜택은 제품이 아닌 

판매자에 대한 신뢰에만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혜

택은 판매자 및 제품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는 커스터마이제

이션 혜택이 판매원과 제품 신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고객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또한 판매원과 다른 고객들의 후기 등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판매원 및 제품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즐

거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판매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는 있으나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경제적인 보상은 판매원과 제품 

신뢰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많은 패션 기업들은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소비자

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 가격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

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므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패션 업체들은 소비자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3, 2021

– 472 –

Mean

(S.D.)

Psychology

benefits

Social 

benefits

Economic 

benefits

Customization 

benefits

Trust in 

seller

Trust in 

product

Purchase 

intention

Psychology

benefits

5.03

(1.17)
.70a

　

Social 

benefits

5.60

(1.05)
.48b .67 　

Economic 

benefits

4.98

(1.32)
.45 .27 .81 　

Customization 

benefits

4.90

(1.20)
.42 .32 .40 .65 　

Trust in 

seller

5.11

(1.22)
.55 .40 .41 .38 .78 　

Trust in 

product

5.31

(1.14)
.35 .33 .22 .30 .51 .70 　

Purchase 

intention

5.26

(1.21)
.50 .38 .42 .36 .59 .47 .78

Table 2.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Trust in 

seller

Trust in 

product

Purchase 

intention

Psychological 

benefits

Social 

benefits

Economic 

benefits

Customization 

benefits

.30*

.24*

.25*

.36**

.52***

.61***

.26***

.13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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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del fit index: χ 2(df)=186.38(119), Normed χ 2=1.57, p=.00, 

GFI=.91, TLI=.97, CFI=.98, RMSEA=.05

Fig. 2. Research model of results.

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보다는 소비자로 하

여금 사회적 혜택과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 심리적 

혜택을 지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판매원 신뢰(β=.61, p<.001)와 제품 신뢰(β=.26, p< 

.001)는 모두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판매원 신뢰가 제품 신뢰보다 

구매의도에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가설 5와 가설 6이 채택되었다. 이는 온라인 상

에서의 신뢰가 온라인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Bhattacherjee, 2002; Mayer 

et al., 1995)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Wongkitrung-

rueng and Assarut(2020)의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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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 Results

H1a Psychology benefits → Trust in seller .30 .12 2.36 Accepted

H2a Social benefits → Trust in seller .24 .09 2.40 Accepted

H3a Economic benefits → Trust in seller .13 .07 1.42 Rejected

H4a Customization benefits → Trust in seller .25 .09 2.46 Accepted

H1b Psychology benefits → Trust in product .05 .11 .318 Rejected

H2b Social benefits → Trust in product .36 .09 2.91 Accepted

H3b Economic benefits → Trust in product ‒.13 .06 ‒1.10 Rejected

H4b Customization benefits → Trust in product .52 .09 3.74 Accepted

H5 Trust in seller → Purchase intention .61 .08 7.80 Accepted

H6 Trust in product → Purchase intention .26 .10 3.54 Accepted

Table 3.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odel fit

 

브스트리밍에서 제품 신뢰보다 판매원 신뢰가 고객참

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밝힌 바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즉, 소비자들은 라

이브커머스에서 판매원과 실시간으로 쌍방향 상호작

용을 하면서 판매원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특히 해당 판매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며 이

러한 신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V. 결론및제언

최근 언택트 마케팅이 부상함에 따라 패션 산업 내

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패션 제품을 판매

하는 온라인 채널인 라이브커머스가 떠오르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는 라이브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이어지

고 있다. 이에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의 지각된 관계혜택

이 소비자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

스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을 알아보고 판매

원과 제품에 대한 신뢰 및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

자들은 라이브커머스에서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 

경제적 혜택과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을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라이브커머스에서의 

구매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가

지며, 라이브커머스 채널 내에서 판매원과 다른 고객

들의 구매 후기나 트렌드 정보 등을 교환하며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내에서 기업으로부터 가격할

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며, 

소비자 자신에게 적합한 특별한 대우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이 판매원과 제품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혜택

과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은 판매원 신뢰와 제품 신뢰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가졌고, 심리적 혜택은 판매원 

신뢰에만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에, 경제적 혜택은 판

매원과 제품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라이브커머스를 시행하는 패션 기업들은 

해당 채널에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

기 보다는 소비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커스터마이제이

션 혜택을 제공하거나 판매원과 소비자들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편안

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판매원

과 제품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판매원

에 대한 신뢰가 제품에 대한 신뢰보다 구매의도에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라이

브커머스에서 소비자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판매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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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믿음이 높아지면 해당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

다. 이에 따라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패션 기업은 

판매원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긍정적인 구매행

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판매원을 선택하는 것

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브커머스에서 지각된 관계혜택에 따른 소비자 반

응에 대한 이해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에 대한 소비자 

행동 연구의 이론적 틀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라이브커머스의 관

계혜택에 대한 신뢰를 단일차원이 아닌 정보원 신뢰, 

제품 신뢰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 차이를 알아봄

으로써 온라인 신뢰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 학술

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셋째,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운

영하는 패션 기업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라이

브커머스 채널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채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제적인 혜택에 주목하기 보다

는 소비자 각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 즉 커스터마이

제이션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들과 판매원의 상호작

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안정감

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이브커

머스에서는 판매자가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소비자들

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므

로 판매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라이브커머

스 채널을 운영하는 패션 기업은 판매원의 신뢰에 대

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판매자의 선

택 및 판매자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

브커머스는 최근에 급부상하는 채널로써 라이브커머

스에서 제품 구매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패션 제품 관련 영

상을 시청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

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라이

브커머스에서 제품 구매를 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관계혜택의 여러 차원 

중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커스터마이제이션 혜택에 

관해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정보적 혜택, 특

별대우 혜택 등 온라인 관계혜택의 다양한 차원을 추가

하여 소비자 반응을 분석한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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