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엽 (부경대)

발표1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간 경쟁 및
보완에 관한 연구:

이용자와 판매자 측면을 중심으로 






���ӿٮ৯֛ݘ ୀ

Q�ӿٮ৯֛ݘɹ ʬҗːەܒ��̘߳ܒࣵ G�৯֛ݘ  ۗԸࡈ Ըଘԑ૧ܮ Ҝ

� ̛ H�৲֞ݛ ਫ਼ϒ��߶ی ૦ࡪ��߶��79ܱଛ��ҡ߭৲֞ݛ חࢷ��߶ی Ԃݛ֞৲ٱ ଐԔ૪ی ҟ

Ьߦଞ ˃߶ Қ߶ی Ԃݛ֞৲ٱ ձݛٸ۰ ষ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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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ӿٮ৯֛ݘ ୀ

Q�˯έ җٵܒ ӿٮ৯֛ݘ ࡅ ѵВیୖ ۼ

Q�ਊԸΜ���ાѓ׳ ୬ ӿٮ৯֛ݘ ݡ ָ̊ɹ ʬ ऋɹଜ ʥԸ ։ࢴ

�

�

��

���� �����(� �����(� �����(�

���

���

���

���Яࡢ ��ࡕ�

ऎ̀ؿˬ� չ۰܁ਫ਼������� �������ܕ˱ࠉԎҡ߭�

ݤࡌ۰� ������������ՎѦؿ


���ӿٮ৯֛ݘ ࢼ̊ ˔ԭ ˮࠧࠆ ࣬

Q�ӿٮ৯֛ݘ ࡅ Гֱۭ��̘ 68ܮଘ˒ ۺࢼ̊ лଛ ɹࢼה Ѹ̘ࢼ

� Ԃݛ֞৲ٱɼ ɾݤݨ ۘࠒ ଥ ૽ۘ ˈʎଜܕ શଜЕ ࢶݥ ۰߾্ִ 79ܱଛ˕ �ଜΟیࡪ

79ܱଛ߾Е ۰߾ئܞ؏ ଞࢽ Ьؿ ʈԯଞ ɼࢿ̍ Ѹ߭ࡈࢶ ଞࢽ˓ ˁࢪ Ѹ̛ ߭Ԯࡏ �ଢ଼̛ۺ�������

� Ԃݛ֞৲ٱЕ 79ܱଛ˕ ݥ ࡉ ଜֲیࡪ ࡈ ۰Е߾ࢠ ଜЕ̒ࢻ ̛̛փ Ьձ ڸ ΰࢶࡈ ্ִ

۰Ѧ߾ ८ձ एଜ̛ ߭Գएփ� ѸЕࡈࢶ ࣱܹࢿ̍ ८Е װԻ ѿ ݛٸ۰ ߾۽ૡࢿ̍ оଞ

Ϣ ଗࡁ �������Ԃࠆ̡�

� ۰߾یʃࢽ˲ Ԃݛ֞৲ٱɼ ࢿ̍ ߾ɽएоی  एࢶଜֲ ࡢ؏��ࡢࢽ˓ ҟ߾ ˗ ئ ঠ˱

ܺࢽߦ��یʃࢽ˲������ �ࡕ

Q�ֱ ӿٮ৯֛ݘ лଛ ࢼ̊ ʅ୕
68ܮଘ˒ ۺࢼ̊ ऎ�В ऍ߂ ӿВە̘ݡ ࣬ѣ 

� ۽ࢠݤ ট̛ ˲ΰ۰߾ ձࢿ̍ ʈଟ ˁࡉ� ˲ΰ̛߶ ˁࢪԯ ˈଜѸ ଥ̛࠹߶Қ˕ ˁࢪԯ۰߾

ҋঈएЕ ʼ˕ձ টԎଟ ܹ  �˱߯�������

� Ԃݛ֞৲ٱ ʠԎ˱۰߾ ଐԔ૪ی શ߾ оଞ ࢶࡖࡉ एࡢ Χࡈ ւ̛ ଞࡢ ɼࢿ̍ ଗࡁଟ ܹ �Ο

Ԃٱ ˕ܞ؏ 79ܱଛ ۘ˗࠹ ˓ࢺ ЬЕ Իփࡪ Ԃ߾ݛ֞৲ٱ ˕ئܞ؏ ʋ ࣱܹ

ࢶئ ձࢿ̍ ଜЕࡈࢶ ʨ ࢿ̍˕ �̡ऑ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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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ӿٮ৯֛ݘ ࢼ̊ ˔ԭ ѭବ

Q�ӿٮ৯֛ݘ ˔ԭ ˒ʹۉ��˔̘
ْࢺ

� ଞ˲۰߾ࡕٸܕ ���ʎ Ԃݛ֞৲ٱ ܞ؏ ֻТਫ਼րଞ ʼ˕��  ࣸ ��ʢ�����۰߾ ۘئܞ؏ ٕкݤ 

߾ˈ˝ ଥкѺ ܹ  ʺ؈ �ଞ˲ࡕٸܕ�������������

� ۰߾ঈߟݥ શ૽ݥ Ԃݛ֞৲ٱ ܞ؏ ˈଜی  ࣸ �ʎ ଐԔ૪ ߶ ٕк˝ˈ ��ʢ ࠆଜ؈ࢶ

ଥк ߶߾ ʯיݤ ࢿۍ  ଭࢽঈٗ ҟ ঐࡁ �������������ঈߟݥ�

Q�ӿٮ৯֛ݘ ˔ԭ أ ѭବ

� ܖܕה ܺࢽߦ ʠԎۘࢷ��ěࡕ ҟ۰߾ ߾ؿٸܕ ˗ଞ թĜئ ٕ ʎ߇ࢽ ؈ �ࡖ�������

ූଐԔ૪یɼ શۘࠒ ϡȡؿଜֲ ɼٸܕ ձ Ԇଟࠊ ܹ ѦԼ ଜЕ ΰࡈ

� ଐԔ૪��ěࠟԂࡢࢽ˓ ࣸʎʠԎ ߾ࢽ˓ ˗ଞ թĜئ ߇ࢽࢿ ˲ୣ ষࢿ �ࡖ�������

ූʠԎ˃۰ߟ ۽ ʠԎࢽ˓��ٙה ଭࡢ ࣱ̛ ҟ ց

� ؏ࡢ��ěࠟԂଐԔ૪ ࡈ ࢽࢿ�ěئؿ ऑ


���ӿٮ৯֛ࠧݘ 68ܮଘ ɻ ʾࢧ ˔ˀ лଛ ˮࠆ ଔ࠾

Q�68ܮଘ˒ ӿٮ৯֛ݘ ɻ ۺࢼ̊ ϟଙ̘ ଢۭВ  Ѽ ֍ ɻ ʾࢧ ە ـێ ଔ࠾ɹ 

� Ԃݛ֞৲ٱɼ 79ܱଛ˕ ʈଞ ˁࢪ ˗˃ձ ۽ଞЬִ ѿ  ɾ߾ ࢿ̍ ʈѦ߾ ૡ۽ ߞ়֍ ଞЬЕ

ʺ ۶җԯ ߱ ܹ Ο ̐ԥए Ьִ߉ ۽ૡࢿ̍ ۶җԯ ̛߱ ߭Ԯࡏ

Q�ӓଛ ɹࡅ 68ܮଘ˒ ӿٮ৯֛ݘծ ѭଙʝΜ ଙʬۉࡧ ଙВऌѣݢ ଞ࠾ࣵ

� ݛٸ۰ ߾ݥ ࢺیࡪ Е ʨ փڸ ТԂ߅ ɼࡈ ѿ ߾ Ѱଞ ۽ܖ  ߱Еए �̛Мࢶ о�

ٗ۱ଟ ଗࡁɼ 

Qؿ� ˮВࠆ ۮٔܒࢳ ଢ ࡅ স࠾ ֱۭ 68ܮଘ˒ ӿٮ৯֛ݘɹ Ҽଛߪ ʾࢧ˔ˀծ

ۺଙВऌ ֍ଙ˅��ળۮٔ છۭۺ  Ѽ ֍ Ҽଛߪ ५ɹ Вऌ лଢ ـ߂߇ ʥ

� ق ɼ˱ࠉ Ԃݛ֞৲ٱɼ 79ܱଛ оࢢࠬؿ��ࢢ ए ձٕࠆ શطଜएЕ ଜшԂѦ��ѿ׃ ҡ߭

ˁࢪ ߾ۘߦ оଞ ࢺیݤ ࣲ ܹ  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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Ժܒࢳ��� 
&KOOKEM�������

Qײ�Ҟߪ ɻ ʾەࢧ ࡅ ր
স�˒ ˔ࠆ ऌߪ ۳ֵଙ˅ л ْࠃ лଢ ଙВۮٔ Ժ

� ҡ߭Қ ۢ˃ ΰ۰߾ ࡕ ࡈ ҂Ԝݯˈ ˁࢪ ࡕ��Еіأ Ьߦଞ ८ࡕ ߾ࣸ ѹـࣸ ८ࡕ

ଟࡈ ˁࡉ ˁ߾˃˗ࢪ Ϫʯ Ѹˈ��۰Ի Ьհ ८ࡕ ଟࡈ ˁࡉ ɼ˃˗ࠬؿ Ѹ߭ ˓

� ʯ߾ࡈܹ ҡ߭ ΰיࡈ˕ ࡈܹ Ѱ̛  િ ଟیࡪ փڸ ТԂ߅ ҡ߭ ࡈ ୯ ʃ

ଟیࡪ ˁࡉ ଞ ҡ߭ɼ Ьհ ҡ߭ձ оଟ ܹ ЬЕ ɼ۶ �ʈ��������������ȡॷஜࣱ�

� ҡ߭ҚԻٕਫ਼ җଜЕ ߾ оଞ ୃଢ଼ ٗ۱ଜִ��ए̖ кࢠ ҡ߭ ɾ ˗˃ɼ оࢢ ӖЕ एࢢࠬؿ

؉ୁΰ̛Е ߭ԮࡓѦ��ҡ߭ ɾ ̛Мࢶ ˁࢪ ۘߦ ળ্ࠖ��߆ଥ ك ܹ  �������ࣱ��������ࡈȡଜ࣯ݥ̡̒�

Qܒࢳ�ؽࣵܒࢳ����ʾࢳࢧ ࡆ

� ૧ܕࢶ �QLFKH�EUHDGWK� �ҡ߭ɼ� ࡕ ߲ցΟ Ьߦଜʯ ˈଜࡈ Еए��ई ࡢ࣯ ࡕ ߲ցΟ ૧υʯ

ࡈଜЕए߾ оଞ Ѧࢽ

Ȅ�ࡁ Իࡕ ଞࢽ۶ ۱ٗܕࢶ ˁࡉ� ૧ܕࢶ ࡕ ૧υʯ ࡈଜЕए߾ оଞ ЬЕؿѦԂ̛ࢽ

ઞࢽ ҡ߭ɼ ʯ߾Қࡈ ࡁ ߲ցΟ ݤ ܹ Еए߾ оଞ Ѧձࢽ 

� ـࣸܕࢶ �QLFKH�RYHUODS����ѿ ʎ ҡ߭ɼ ˓Ѹʯ Ѱଞ ߾�ࡁ�ࡕ एଜЕ Ѧࢽ

� ˁࢶࢪ ࡢࡉ �FRPSHWLWLYH�VXSHULRULW\���Ѹʯـࣸ� ࡕ ࠆଜࡈ ˁ߾˃˗ࢪ Ϫ ҡ߭ ߾ࣸ ߭Г ु ш

ˁࢪԯ Еए߾ оଞ Ѧࢽ


Ժܒࢳ��� 
&KOOKEM�������

Qࠆ�ˮࢼה

���79ܱଛ˕ Ԃݛ֞৲ٱ ࡈ ࡁ "ɼ߸ה

ࡈ��� ߾ࡁ оଜࠆ 79ܱଛ˕ Ԃݛ֞৲ٱ ࢶࢪ��ˁـࣸܕࢶ��૧ܕࢶ Еࡢࡉ ߭ҿଞ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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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ˮࠆ���

Q�أ،ۉ �ۉה�۳

� ٗ۱оۘ ��Ԃࠪݛ֞৲ٱ 79ܱଛ ѿ ۰߾ ૽ۘ ଞ˱ ˁଵ Е ۽ দ ���ָ

зח۶ූ ���ָ ଜʯݨ۽ٙ��ࣸ зଞ зض ˈଜ࠹ࢿ ָ��� ʼ˕ձח۶ ߾˱ࠉ ࡈ

� ɾ̛ח۶ ������ϗ ࡖ� �� aࡖ�� �� �ɾ��

� ئ؏ח۶ �˗̛ی� િσҚ оۘԻ ˱ѹ ओחएձ ଞࡈ ࠟԂ یח۶

� ˗̛ی ��ցԻٱࠂԦ

ˮ ٔ д ܶ ࡪٵ 
��

ط۽ Χ۽ ��� �����

۽ࠆ ��� �����

Զࠉ ��о �� ������

��о ��� ������

��о ��� ������

��о ��� ������

ࡁ࣯ ࡈ
ܱଛ 

Ԃݛ֞৲ٱ ��� �����

79ܱଛ ��� �����

ଢ ˃ ��� ����


أ،ˮࠆ���

Qس�ࢺ

� ۱ٗܕࢶ Իࡕ স࠾ ࢽ۶

ූ �Еփ߱Қࡈоଥ߾ଜЕѰ̛ࡈҡ߭ձ� ��ˁࢿଝݤࢿ۰߾ଜЕ୪ࡈ˕˗ ��������࠹ஜػࢠ�

� ۴ଭࠉ˱ ʦੵࡈ����ָ�ȡશ��ָ� ਫ਼٫ձݪ ଥ ߾ࡁ оଞ ତחࢽ্ ʎ؈ଜˈ

�a�ࡖ�������ϗָ���یࢷی ɾ�ձ� ऑଭଜࠆ ତחࢽ্ ˱ח ফࣗ ࢽܹ

� ফࣗ ߾ତחࢽ্ ૦ଡѹ ତּҚ ҡ߭ ্ִ ࢶए ࢶ۰ࢽ���˓ࢿؿࢽ�ࡁ ���ΰ̛ؿɾݤ��۽ԃࠝ�ࡁ

̛ୣ ࡈ�ࡁ ̒ࢻ��۽۽���ۘ۽ࡈ��ਏ੪ৌ ˕۽ܖ ܱଛॹσ ্ִ ˁࢶࢿ ܱଛ��۴ۘ૽ ܱଛ��

ۘ૽ Ь૽ۘ��۽ߦ ۽ࢠୃ��۽Շݦ ҟԻ ֲ߹Ѹ۽˱ ଜΟ ߾ҡ߭ оଥ দ ��ʎ ତח ࢽ্

Q�Ջٔۮ

� ࡁ ଜࡢ८ࡕ ٗզձ ଥࡢ ۛࢶ ۱ٗࡁ ݤݨ

ٗ۽࣯ූ ٗ۱ طࡁ��ۘ�����HLJHQYDOXHࢷୣ�]��YDULPDئ؏ ࢢࢶ࣯ ࢢࢶٕ��ۘ���� փ����

� ΰ̛��ਏ੪ৌؿɾݤ ࢶࢿ��ˁ۽ࡈۘ��۽̒ࢻ��۽ܖ ܱଛ��ۘ૽ ۽ࢠୃ��۽Շݦ ҟ দ �ʎ ࡁ ষ

���ʎ �ତח

� ۱ٗܕࢶ ࠪݛ֞৲ٱଥ��Ԃࡢ 79ܱଛ ֻѿ۰߾ Ѱଞ ࡁԻ ٗզѹ ତҚփחࢽ্ ۴ଜࠆ

߾۱ٗ 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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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ˮࠆ���

Qܒࢳ�

� ૧ܕࢶ ଥк ҡ߭ɼ ࡈ ࡁ ݤ࣯Е Ѧձࢽ 

� 79ܱଛ ਏ੪ৌ̒ࢻ��۽ܖ۰߾۽��Ԃݛ֞৲ٱЕ ۘ۽ࡈ��ˁࢶࢿ ܱଛ��ୃ۰߾۽ࢠ ૧ܕࢶ ϩ

Qؽࣵܒࢳ�

� ـࣸܕࢶ ʅ ߾� ɼ̧ܹࡌԼ ѿ ҡ߭ɼ ଥк ߾ࡁ оଥ ˁࢪ Ѧɼࢽ ϩ 

� 79ܱଛ˕ Ԃݛ֞৲ٱЕ ۘ૽ ࢶࢿ��ˁ۽Շݦ ܱଛ ۰߾্ִ ˁࢪ Ѧɼࢽ ࢶˬٸ ϩֲ�

۽ࡈۘ��۽̒ࢻ ۰Е߾্ִ ˁࢪ Ѧɼࢽ ࢶˬٸ ά

֍ έ̘ؼɻݡ ੧ۺܓ ۺ̏ࢸ ۺࡅୋە ʾࢳࢼ ଘܮ ૺە ۺՄݣ ୀۺ

79ܱଛ ���� ���� ���� ���� ���� ���� ����

Ԃݛ֞৲ٱ ���� ���� ���� ���� ���� ���� ����

ؽࣵܒࢳ έ̘ؼɻݡ ੧ۺܓ ۺ̏ࢸ ۺࡅୋە ʾࢳࢼ ଘܮ ૺە ۺՄݣ ୀۺ

79ܱଛ �
Ԃݛ֞৲ٱ

����� ����� ����� ����� ����� ���� �����


ˮࠆ��� ʹ˒

Qؽࣵܒࢳ�

� ـࣸܕࢶ ʅԻЕ ۘоࢶ ଥ۱ ɼМଜֲ��ѿ ҡ߭ɼ ˁࢶࢪʠΟ ˈԂࢶࠬؿ Яࢽଟ ܹ Е

ـࣸܕࢶ ʅ߾ оଞ ࣱ̛ ߷

�۴�ݤࠖ� �������όࡪ��؟ઘٱ��˱̔ ɾ ـࣸܕࢶ ������a����������ࢺ উѦ�

ȡܹঋࠉ࣯ չ79�ɾ߅��ઝݛ79০؟��όٱઘࡪ������� ـࣸܕࢶ ������a��������ࢺ� উѦ��

ফࠒȡଜݣ 79�ɾࡢչ79��ઝ߅����ࠝ79ٱઘࡪ������� ـࣸܕࢶ ������a���������ࢺ� উѦ��

� ̐ԜΟ ʼ˕߾ ҡ߭��ଜִ ˗ ЬЕؿ��ΰ̛ؿɾݤ��۽ࡈۘ�ࡁ ܱଛ ˗ ૽ۘ�ࡁ ��۽Շݦ

ˁࢶࢿ ܱଛ�۰߾ ˁࢪ Ѧɼࢽ ϩЬЕ ʨ 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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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ࠆ��� ʹ˒

Q�ʾࢳࢧ ࡆ

� ˁࢶࢪ Еࡢࡉ ଥк ҡ߭ɼ ۘо ߾ҡ߭ оଥ ࡁ ۰߾্ִ ш ଞࡖࡉ Ѧձࢽ 

� ۘо ߾ҡ߭ оଞ ˁࢶࢪ ࡢࡉ ʅ ۽ࡪ ʦࢽ ଥࡢ W�WHVW ݤݨ

� 79ܱଛ Ԃ߾ݛ֞৲ٱ ଥٸ ۽̒ࢻ��۽ܖΰ̛��ਏ੪ৌؿɾݤ ۰߾্ִ ߾ࡢࡉ �ֲ

Ԃݛ֞৲ٱЕ 79ܱଛ߾ ଥٸ ۘ۽ࡈ��ˁࢶࢿ ܱଛ��ୃ۽ࢠ ۰߾্ִ ࡢࡉ

� ۽Շݦ૽ۘ ـࣸܕࢶ ϩߑΟ��ѿ ҡ߭ ࣸ ߭Г ҡ߭ɼ ш ˈଜЬࡖࡉ ଜ̛̛ߩ ߭Ԯࡏ

ʨූ 79ܱଛ ۘ૽˕ Ԃݛ֞৲ٱ ߾૽ۘ оଥ Қࡈ ʉЕ Իٕਫ਼۽Շݦ ߱Е ߾ ଞࡪ ८ɼ

߷Ьˈ ଥ۱Ѻ ܹ 

ʾࢳࢧ ࡆ έ̘ؼɻݡ ੧ۺܓ ۺ̏ࢸ ۺࡅୋە ʾࢳࢼ ଘܮ ૺە ۺՄݣ ୀۺ

79ܱଛ !�
Ԃݛ֞৲ٱ

����� ������ ����� ����� ����� ����� �����

Ԃݛ֞৲ٱ !
79ܱଛ

����� ����� ����� ������ ����� ����� �����

W ������ W ������� W ������ W �������� W ������ W ������ W �������


ۮٔܒࢳ��� лଛ ʹܒ

Q�68ܮଘ˒ ӿٮ৯֛ݘВ ૺە ࢳࢼ��ʾۺՄݣ ˒ଘܮ ʈ �֍ˮૺە
ଘܮ ˔ԭ ࠾ лଢ ʾࢧ ѣɹࢺ

Ըࢳлە Ϧߎ

� ɼٸܕ ܱଛ ձ ଜЕࡈ ɼࢠ ଞࡁࣸ ࢶּ ęݯˈ ओࣚ ૽ۘ ę˱ ଜЕ ʨԂЕ ۰߾ࢺ

79ܱଛ˕ Ԃݛ֞৲ٱЕ ѭەࠏ ߪҞײ ЩВؼ ଘܮ ֍Ըۭ ʾࢧ

� Қٸܕ 79ܱଛ˕ Ԃݛ֞৲ٱձ ଥ શѸЕ ߾૽ۘ оଥ ଜЕݥ ۽Շݦ ਼ ८ɼ ��ֲ߹߷

Қٸܕ Ԃ۰߾ݛ֞৲ٱ ˁࢶࢿ ܱଛ߾ ш փଜЕ ʨԻ ΟΧ

Q�68ܮଘ˒ ӿٮ৯֛ݘВ ੧ ̏ࢸ��ۺܓ ە��ۺୋۺࡅ ֱۭВ ʾࢧ ѣɹࢺ Ըࢳлە Ωߎ

� Ӗଞ 79ܱଛ ਏ੪ৌ ˕۽ܖ ̒ࢻ ۽ ۰߾্ִ ˁࢶࢪ ɼࡢࡉ ʈବֲ��Ԃݛ֞৲ٱЕ ۘ۽ࡈ�

ࢶࢿ��ˁ۽ࢠୃ ܱଛ ۰߾্ִ ˁࢶࢪ ɼࡢࡉ ʈବ

� ʨ ѿ ҡ߭ɼ ʈࢺ ʉЕ ࡁ ۰Ի Ьծֲࡈ��Қ߾ʯ ८طѹ ɼձ ˈଜ˓ࢿ Ьˈ

ଥ۱Ѻ ܹ 

� ˱ࢶԻ��68�ܮଘ ϼ˱Ο ʯݒ ̒ࢻ ɼМଞ Ѧ۽ࠬ ϩ ܞ؏ ਏ੪ৌԻ ѸЕࡈ ্ִ ք߅ Ğ،ବ ğܛ،

Ըۭ છۺ ٕɽѸЕ ؆ִ��ӿٮ৯֛ݘЕ ࠪࡈ શɼ ۘࡈଜֲ ߱Е ۽ࢠୃ ଥ ࠟԂ

оִٸ ଞ˃ձ ଜЕࠬؿ Ğەୋࢳࡅ ࠜӿ ଘğܮ છۺ Еؿ ʨԻ ଥ۱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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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ࠆ��� ࢼה

Q�68ܮଘ XU�ӿٮ৯֛ݘ ળ֍ છۺ ˩ٵ

� ����ϗ 79ܱଛ ষإଞ ؑˁ߾Е ˲ΰ ߶̛ܕࣸ શԻձ оଜˈ ଜЕ Ѧࢶּ ֲ߹ ۿࠝ� �������࠹

ࢢୃ 79ܱଛ ܞ؏ ߶̛ܕࣸ ૽ࢿ ٸ۽ ۘ���� ٕࢽ̛˕� ��������������ՎѦؿ

� Ԃݛ֞৲ٱ ݤࠇ ˕߶̛ܕࣸ Қ˓ۘܕ ૽ࢿ ࣯Ի ী̗ଜˈ �ֲ Қ ߾ষऎऑ ऐࢶࢻԻ

ଜЕࠆ̛ ʨԻ ࣇԮߊ  �̡एࠒ�������

� 79ܱଛ˕ Ԃ۰߾ݛ֞৲ٱ શѸЕ ۘ૽ ૽ּ˕ Ψ૽ଜЕ શҚ ઞ߾۽ оଥ۰ ��ނԻلۑ

 ѿ ɼ ۰߾ࢠݤ�%�% ߭ҿଞ ˁࢪ ˗˃ձ ۽ଜֲ ߭ҿଞ ࢶୣی ଟࠇ ଜЕए߾ оଞ ࢺیݤ ॸˈ ଡ

Qࠆ�ˮࢼה

���79ܱଛ˕ Ԃ߾ݛ֞৲ٱ Ψ૽ଜЕ શҚ Е߾ֻ̍߶̛ ߭ҿଞ ८ɼ Еɼ"

���79ܱଛ˕ Ԃ߾ݛ֞৲ٱ Ψ૽ଜЕ શҚ Е߾ࠇएࢢܕ ߭ҿଞ ८ɼ Еɼ"

���79ܱଛ˕ Ԃ۰߾ݛ֞৲ٱ શѸЕ શ૽ۘ Е߾ּ૽ ߭ҿଞ ८ɼ Еɼ"


ˮࠆ��� أ،

Q�Ջܶओ

� ٗ۱оۘ ��79ܱଛ �ʎی�Ձіܱଛ��*6ܱଛ��ୃоܱଛ���Ԃݛ֞৲ٱ �ʎی�ό؟ ܱଛԂ̐��ٱվ�

ۘ૽શܞ؏

� ɾ̛ی ������ϗ ࡖ� ɾ��������a�ࡖ���

� ତּی ��ۘ૽શܞ؏ ��શָ��શָ૽ۘ��શݤܞ؏ ̛߶ֻ̍��શ یق एࢢܕ

Ȅ Ԃݛ֞৲ٱ શ ࣸ ۘкܹЕ NLVYDOXH��NLVOLQH��̛ٕࣸ ߾੬ݛݤؿࢽଢ଼ୃ߶̛ܕࣸ ୣɼ Ѹए ʠΟ߉ ��ܹࡕ߶ࣗ

߾ߖদۏ��ߖষ оଞ ɼؿࢽ ߷߭ ɽ શط یق��ֻ̍߶̛ एփࢢܕ ɼی ɼМ

Q�أ،ۉ

� 79ܱଛ �ʎی ��ए߾ ʯݤѹ ձ۽ܞ؏ ଥ ָ��શָ૽ۘ��શݤܞ؏ ی

� Ԃݛ֞৲ٱ �ʎی �߾ɾ̛ی� ѹܞ؏ ۘ૽શܞ؏ ָ��શָ૽ۘ��શݤܞ؏ ی

� 1,&(ૡɼؿࢽ ̛ٕࣸ���NLVYDOXH��NLVOLQH�ݛٸ۰ؿࢽ߶̛ ࡢࢽ˓��੬ݛݤؿࢽଢ଼ୃ߶̛ܕࣸ ݦશ߶ی ҟԼୃଢ଼

ઝձی ଥ શ یق��ֻ̍߶̛ एࢢܕ ی

ූ1,&(ૡɼؿࢽ ݛٸ۰ؿࢽ߶̛ ���NLVYDOXH��KWWSV���ZZZ�NLVYDOXH�FRP�ZHE�LQGH[�MVS�

�NLVOLQH��KWWSV���ZZZ�NLVOLQH�FRP�FP�&0����0��*(���QLFH��

ූ̛ٕࣸ ੬ݛݤؿࢽଢ଼ୃ߶̛ܕࣸ ��KWWSV���VPLQIR�PVV�JR�NU�FP�VY�&69���5��GR

ࡢࢽ˓ූ ݦશ߶ی ҟԼୃଢ଼ ��KWWSV���ZZZ�IWF�JR�NU�ZZZ�EL]&RPP/LVW�GR"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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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ࠆ��� أ،

Qس�ࢺ

� શ૽ۘ ૽ּ �੨չ߭��̛�˱��ɼ૽ࢿࢷ��ɼ૽ࡈզ����٫ફ��ۢ��૽ݥ� ҟ �ʎ Ի࣯إ ࢽ্ �٠� ॳ�

� શ ̛߶ֻ̍ ��о̛߶��̛ࣸ߶߶̛ܕ���ئ���ʎ߶ی ҟ �ʎ Ի࣯إ ࢽ্ �٠� ॳ�

� શ ࢢܕ एࠇ ��શ یق ࢢܕ एࠇ ��ʎ एࠇ˝ ЯࡢԻ ࢽ্

ූܹѦ̀�۰��ࡌঊ��ˁ̛�ܹٸ��Ѧ̀ ҟ �ʎ Ի࣯إ ٗզ

ූоѦݤ�ۏٕ��ࡌ۰��о˱��ঊ��˝࣯��оۏࡌ��ࢷ ҟ �ʎ ઞݤطȡ˝ܕࣸ���ݤࠇѦݤȡ˳ ҟ �ʎ Ի࣯إ ٗզ


ˮࠆ��� ʹ˒

Q�ળ֍ ୀ 
����ϔ ��`��ࡓ� �ٔܛ،

Q�ٔۮлە

� Ԃݛ֞৲ٱЕ ɽ طࡁ ձܹܞ؏ ˈԮଞ खԻ ٗ۱оۘ�ۘ૽શ�ܞ؏ ষ

ˮٔ ԑ૧ ળ֍ૺە
ʟ� ળ֍
ʋۉ� ɻݡܛ،

79ܱଛ Ձіܱଛ ��� ��� ɾݤ��� ��ٗ

*6ܱଛ ��� ��� ɾݤ��� ��ٗ

ୃоܱଛ ��� ��� ɾݤ��� ��ٗ

Ԃݛ֞৲ٱ ό؟ ܱଛԂٱ ����� ����� ɾݤ����� ��ٗ

̐վ�*ULS� ����� ����� ������ɾݤ ��ٗ

ˮٔ ԑ૧ ળ֍ૺە
ʟ� ળ֍
ʋۉ� ɻݡܛ،

79ܱଛ Ձіܱଛ ��� ��� ɾݤ��� ��ٗ

*6ܱଛ ��� ��� ɾݤ��� ��ٗ

ୃоܱଛ ��� ��� ɾݤ��� ��ٗ

Ԃݛ֞৲ٱ ό؟ ܱଛԂٱ ��� ��� ɾݤ��� ��ٗ

̐վ�*ULS� ��� ��� ɾ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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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ࠆ��� ʹ˒

Q�ળ֍ ָ̘߳̊

�

��

���

о̛߶ ̛ࣸ߶ ߶̛ܕ ʎ

��

��

��

�

�

��

���

о̛߶ ̛ࣸ߶ ߶̛ܕ ʎ

�� ��

��
�

�

��

���

о̛߶ ̛ࣸ߶ ߶̛ܕ 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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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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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 ̛ࣸ߶ ߶̛ܕ ʎ

�� ��

��

��

�

���

���

о̛߶ ̛ࣸ߶ ߶̛ܕ ʎ

� � �

���


ˮࠆ��� ʹ˒

Q�ળ֍ ܒ ऌࠄ 
ܶѣ˽ܶٵ�ѣ˽�

�

���

���

ܹѦ̀ Ѧܹ̀ٸ

���

��

�

���

���

ܹѦ̀ Ѧܹ̀ٸ

���

��

�

���

���

ܹѦ̀ Ѧܹ̀ٸ

���

��

�

���

���

ܹѦ̀ Ѧܹ̀ٸ

���

��

�

���

���

ܹѦ̀ Ѧܹ̀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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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ࠆ��� ʹ˒

Q�ળ֍ ܒ ऌࠄ 
лѣܒࣵ�ݡѣݡȝ˰�

�

���

���

оѦݤ ˳�ݤѦܕࣸ

���

��

�

���

���

оѦݤ ˳�ݤѦܕࣸ

���

��

�

���

���

оѦݤ ̐ ࠹ एࠇ

���

��

�

���

���

оѦݤ ˳�ݤѦܕࣸ

���
��

�

���

���

оѦݤ ˳�ݤѦܕࣸ

��
���


ˮࠆ��� ʹ˒

Q�ળ֍ૺ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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ˮࠆ��� ʹ˒

Q�68ܮଘ�ӿٮ৯֛ݘ ળ֍ છۺ˒ ળ֍ૺە ૺֹ ˩ٵ

� 68ܮଘ શЕ л̘߳��̘ࣵ߳ ࣸٸ ی� ૡ̎ ����Ի� ϩएփ��ӿٮ৯֛ݘ શЕ ��أ
̘߳ܒ

ʋ߳ۉɼ оٕٗԻ��ό؟ ܱଛԂٱ શ �������̐վ શ �����ɼ ߶̛ܕ ӖЕ ʎ߶یԻ

ѻ۽˱

� ӿٮ৯֛ݘ ળ֍ ˽ѣܶٵ ࡪٵ 68ܮଘ ળ֍ ˽ѣܶٵ Щؼࡪٵ ���`���؎Ի ш ϩߑ

� 68ܮଘ ˁࡉ лѣݡ ܒ ળ֍ɹ ˰ȝݡѣܒࣵ ܒ ળ֍ ଢٵ �`���؎ քߑΟ��ӿٮ৯֛ݘ ˁࡉ

лѣݡ ળ֍ࠧ ˰ȝݡѣܒࣵ ળ֍ ࣵٵ ʝ ଜʯݟٵ ΟΪֲ ̐վ ˳ȡݤѦܕࣸ શ

�������ٸ ࠝԮ ш ϩߑ

� 79ܱଛ �ʎیЕ ��٫ફ૽ࡈզ��ۢ��૽ݥ ҟ ࢶˬٸ Ьߦଞ ۰߾ּ૽ ଞیࡪ Իٸ શଜएփ�

ό؟ ܱଛԂٱЕ ૽ࡈզ��ۢ��૽ݥ ٸ ϩˈ��̐վ զ ٸ ࡉ ϩ

� ʼԽࢶԻ��68ܮଘ ળ֍ ଢٵ ӿٮ৯֛ݘ ળ֍В ָ̊ɹ х ���߳ۉ��ʋ̘߳ܒ
֯ߎ

˽ѣܶٵ  ऌࠄ ଛܒ ̘߳ ࡪٵ х Ϧߎ


ˮࠆ��� ʹ˒

Q�ԑ૧�ળ֍ ωચࡐ ۮٔ 
��OQFG�50#�

� টԼۛ ϠҖЕ 79ܱଛ  Ԃچ��ݛ֞৲ٱɾۛ ϠҖЕ શ

� 79ܱଛ �ʎیҚ Ьܹ શԻ ʼѸ߭ࠉ ��Ο

ό؟ ܱଛԂࠪٱ 79ܱଛ �ʎیЕ ࡉ ࢶ ܹ શԻ ʼѸ߭ࠉ վ˕Е̐��ֲ ʼࠉ ߷

� 68ܮଘ˒ ӿٮ৯֛ݘ ԑ૧ ળ֍ծ ֍ʋԸ ࢷࢸ ʝ 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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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ܮଘ XU�ӿٮ৯֛ݘ

Q�68ܮଘ˒ ӿٮ৯֛ݘВ ʾࢳࢼ ˒ۺՄݣૺە��ଘܮ ʈ �˔ԭ�ˮ֍ૺە
ଘܮ ࠾ лଢۭВ ࢳ˩ٵ

Ϧ ʾࢧ ऌր��੧ؼ ۺࡅୋە��ۺ̏ࢸ��ۺܓ Ҝ ߪҞײ ˔ԭ ࠾ лଢۭВ Ըࢳлە Ω

ʾࢧ ؼ

Q�̍ԙΜ ળ֍ છۺ ؿێ ʹ˒��68ܮଘ˒ ӿٮ৯֛ۭݘ ૺە ળ֍ଙВ ળ֍җ છۺ Щի֯�

ળ֍ૺە ࣔգۭѣ ५ɹ ΜВ ʥ ଜୖ ܶ 

Qܮ�ଘ ֍Ըۭ��68ܮଘ˒ ӿٮ৯֛ݘВ ˅ԯଙࢲ ۺՄݣ В ૺە ːଙВࢼ ֱۭ ʾࢧ ଙВ

ʥঅԝ ؼ ܶ Μ ૺە ળ֍
ː̔��છۺ ЩիЩֱ  Ѽ ɹߪҞײ ѭଛ ۭݡ ʾࢧ ଙ˅

Вऌ лଢ ה ѷ̘ࢼ ܶ 

Q�ӓଛ 68ܮଘ ੧̏ࢸ��ۺܓۺ ֱۭ ӿٮ৯֛ݘВ ۺࡅୋە ֱۭ ʅࢷ ɹऌ֯

ʬҗࡅ ۭԸ ५୕شѶ ɹ
স�ծ ːࢼ

� ҬԂ۰ 79ܱଛ˕ Ԃݛ֞৲ٱձ ˁࢪ˗˃ ӖЕ о˗˃Ի ଜЕݥ ʨ ଞ̗۽ ʼԽ Ѻ ܹ 


���ӿٮ৯֛ݘ ࢳୠۉ ̘Й

Q�68ܮଘ ̘߳ܒࣵ ऌࡒ  ળԸ ୖлӿВ ːࢳ ॷבծ ˅ࠃْ Μ டࢴࠃ л̘߳ ӓВ ̘ࣵ߳ ળ֍

ࡪٵ Ϧ

� 79ܱଛ߾ی ҬԂ о̛߶ ߾૽ࢿ оଞ ٸ۽ ���ɼ φЕ ˁࡉѦ ߶̛ܕࣸ��ֲ ૽ࢿ Ѧ߾ࣸ

̛ࣸ߶ ૽ࢿ ࣸٸ ߶̛ܕ ૽ࢿ Ьؿࣸٸ ш ϩˈ ʎ߶یЕ ୁࢷ ߹߷

� ʨ 79ܱଛ߾ ѹࠆٕ Ѧהॺࢶ˓ ܹଭଜִ۰ Ѱ߾ݤ ଞࢽѹ ɾݤܞ؏ ߾߇ ফоଞ ষ ࠠԮߞ ଜ̛ Ҷח

Q�ӿٮ৯֛ݘ ળ֍ лْٔ ��છட̘߳ܒࣵ ˒̘߳ܒ �ːەܒ ʋ߳ۉԸ ˮۺѸ

� Ӗଞ ˳ȡݤѦܕѦ̀��ܹࣸٸ ҟ ए߾ࠇ ଞࢢܕ ߶̛ ٸ ϩ۰߅ एࠇ ̛߶ ૽ࢿ શԻ о߾ ࠆ̛

Q�अ� ӿٮ৯֛ݘВ 68ܮଘ гзଙऌ ଙВ׀ ऌࠄ ˒ːەܒ ʋ߳ۉ ળԸ ୖлծ ѣࠧ࣬В ѣˮԸۭ

ऌࠄ ˽ەֹˉ նВێ ࢳୠۉ ଜࠄ ଙ˅ ˅Щ ـ ܶ 

� ࠪ ʋ Ԃݛ֞৲ٱ ઞ۽ ऑصࢠ ʠ ߷ˈ ֻ ̛̛փ ִ ϼ˱Ο ଟܞ؏ ܹ ЬЕ ࢶओق

ઞ۰߾۽ ଜЕ̛ ʨԻ ଥ۱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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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ࡅ� স࠾ ۮٔܒࢳ 68ܮଘ˒ ӿٮ৯֛ݘ ʾࢧ ەߣ лଛ ଢۮ ଛ ʥ֯��

Ѽ ɹߪҞײ лऌ ऌծࠩؼ ળشଙऌВ ଙВ׀ ଛˀ

� Ӗଞ یח۶ ઞ۽ ۘ ֻҘ ߾ࡁ оଥ ଜएی ଞ׃ ଞ˃ɼ 

Q�ળ֍ છۺ ˩ٵ ˮВࠆ ߳ۉ��ʋːەܒ лଛ ߓ֍��ܶۉࣔ Ҝ ࢳْۼ ɹؼࢺ ʝ ۭߪߴ

 х Вײ ۮٔ ऎପଙऌ ଞ׀

� Ӗଞ ˕ɾݤ ࡈٸ Իߟࢿ ࡖ� ࣸ ɾ� ۘ૽શܞ؏փ ٗ۱оۘԻ ଜࠑˈ��Ԃݛ֞৲ٱ શЕ

۞ଐր ଥ۰ ٗ۱оۘ о߾۽ ଞ˃ɼ  ܹ 

Q�ળ֍ૺە ૺֹ

� ੨չ߭��̛�˱��ɼ૽ࢿࢷ��ɼ૽ࡈզ����٫ફ��ۢ��૽ݥ ҟ দ �ʎ Ի࣯إ ٗզ

� 79ܱଛ �ʎی��Ԃݛ֞৲ٱ �ʎی ۘ૽ ٗզ ࣱ̛ ॳˈ

ળ֍ૺە ૺֹ Ձіܱଛ *6ܱଛ ୃоܱଛ ό؟ ܱଛԂٱ ̐վ

ૺݢ ૽ݥ�ʢʈ૽ݥ ૽ݥ ૽ݥ ૽ݥ ૽ݥ

գ զ۽ࠆ
߯ш࡛߭
Χ۽զ
૦ৌԦݛ

િ܊զࠧܖ�
૦ৌ�Ԧݛ

િ܊զ
߯ш࡛߭

િ܊զ
૦ৌ�Ԧݛ

િ܊զ

୕ િ܊
ָ૽�࣯߲չ

િ܊ ָ૽ િ܊ િ܊
࣯߲չ

٨ન ࡈ�૽ࢠ ٫ફ ٫ફ ࡈ�૽ࢠ ٫ફ

۟ૺࡅ ۢ�ʢʈ
Ѧ۰૽ࡈ߅ࡪ�
࣯؏

ষ߅ࡪ�ۏѰ
ۢ�࣯؏

Ѱ�Ѧ۰߅ࡪ
Ԧ૦ৌ
ۢ�ʢʈ
૽ࡈ؏࣯

ষ߅�ۏ
ۢ�ʢʈ
Ѧ۰

ষ߅ࡪ�ۏѰ
ۢ�࣯؏

ɹૺࢼࢴ ɼࢷ
৷ଈਫ਼�ҡ

ɼࢷ�ҡए ࢷɼܞ؏ ҡए�ɼࢷ ҡए�ɼࢷ

ɹˮ�
ߪն

ɼ˱�੨չ߭
˱�ࢠ

ɼ˱�˱�੨ ੨չ߭ ɼ˱�੨չ߭ ɼ˱�੨չ߭

̘ ݛٸଭ�۰ࠆ
ଵ�̖ؿ

Ԩੌࠆ�ଭ�Ѱ८
ଵ�̖ؿ

Ԩੌࠆ�ଭ�۰ݛٸ ɼ�ۢ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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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о̛߶��̛ࣸ߶߶̛ܕ���ئ���ʎ߶یԻ ˱ٗ

ූо̛߶��̛ࣸ߶߶̛ܕ���ئ� �ئق̛߶̛ܕࣸ� ئ��Ѱ�ࢿ ଭԶݤ ࡈࢶ�����ط���ࢿ

ූʎ߶ی ��ٕɼɼئۿ ۘ ҟԼ߶ی ࣸ ʎ߶ی

� о̛߶��̛ࣸܕ߶ ٗզ ��NLVOLQH��NLVYDOXH ॳ

� ߶̛ܕࣸ Ի�ئ�߶̛ܕ��߶̛ࣸ ٗզ �طࣗ߶� ߖষ ଭԶݤ�ࣱ̛ ߾��ط ҬԂ �ئ�߶̛ܕ��߶̛ࣸ ٗզ

߶ࢿ��ݤࠖ� ��a���߮ࡕ��Ϩ߶ȡ߶ȡ߭߶ȡ˝߶ ߶ݦؿࢽ��ࡕ߮�� ࡕ߮��

� ʎ߶ی ��NLVOLQH� ࡢࢽ˓ ݦશ߶ی ҟԼୃଢ଼ 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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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현 (경상대)

발표2

성공하는 소상공인의 비밀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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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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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란?Cha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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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01 라이브커머스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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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 (어센트코리아, 2022)

실시간 즐거움, 재미 가상체험, 대리만족

•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정보를 교류함

→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됨

• 실시간 상호작용성은 영상 콘텐츠를 이

용하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침 (설상철, 신종학, 2005)

• 쇼핑하는 경험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함

• 재미적 요소를 강화하여 유희성을 극대

화할 때, 소비자 만족 및 충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오영희 외, 2018)

• 소비자가 제품을 물리적으로 착용해볼

수 없는 온라인 상황에서 판매자가 판매

제품을 대리 착용함

→ 소비자는 판매자와 인지적 공유가

가능함(송예진, 이유리, 2020)

Chap. 01 라이브커머스의 이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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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낮은 비용

� 입점한 플랫폼을 통해 직접 동영상을 송출하고, 

스토어로 직접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음

04 접근성

�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24시간 사용자 옆에 붙어있을 수 있어 TV 대비

노출도가 커지고 높은 접근성을 지님

02 편의성

� 제품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된 정보를 비교평

가하고 이용자의 후기나 평을 참고하는 과정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감

→ 라이브커머스는 위와 같은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

03 상호작용성

� 진행자와 소비자간 실시간-양방향 상호작용의 효과

→ 소비자의 개입 또는 몰입을 증가

� 소비자의 지각된 통제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할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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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성과 분석Chap. 02

Chap. 02 라이브커머스 성과 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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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6월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서포터즈를 통해 검색/쇼핑검색 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총 참여기업 25개사 중 11개사에서 라이브커머스 진행, 14개사는 검색/쇼핑검색 광고만 집행

•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11개사 중 6개 기업의 라이브커머스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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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더이어 헤르바바이오 밀리 겨니샵 오렌지다이텍 오드실크

Chap. 02 라이브커머스 성과 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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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커머스 이후 스토어 성장률

Chap. 02 라이브커머스 성과 분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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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커머스 회차 별 시청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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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02 라이브커머스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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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 찜 수 추이

(단위: 개)

서포터즈 진행 전

서포터즈 진행 후

라이브커머스 성공 요인Cha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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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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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연(Demonstration)01
• 소상공인의 브랜드는 인지도가 낮음 Æ 제품의 지각된 품질도 낮음

• 대개의 경우, 소상공인은 ‘저가 실용적인 제품’을 판매

•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가 낮음 Æ 정보처리 동기가 떨어짐

Æ 따라서 heuristics을 활용한 자동적인 사고/의사결정

Æ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제품 설명, 이미지, 영상 등을

정교하게 처리 못함

• 제품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모델비, 촬영비, 편집비 등) 역시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움

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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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라이브 스트리밍의 최대 장점

Æ 제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직관적 (생동감 넘치는 자극) 으로 보여줄 수 있음

Æ 소비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음

Æ 진행자나 모델이 아니라, 제품 시연(행위)에 초점을 두게 함.

Æ 적절한 제품 시연이 이어질 경우 스트리밍에 더 몰입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설득 효과를 높임

오드실크) 두피미스트 제형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음

• 제품 시연은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낮은 품질 지각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 제품 사용법이나 다양한 활용법을 보여주는 것 역시, 제품의 효용을 더 높게 평가하도록 함

제품 시연(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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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13
Copyright ⓒ GNU_CAP. All rights reserved.

01
• 적절한 제품 시연은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지루함을 방지하며 흥미/재미를 유발함

Æ 하나의 (여가) 콘텐츠로서 가치를 가짐

•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 어설픈 실수가

오히려 현장감(presence) 을 불러일으킴

Æ 따라서 제품 시연은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의 필수 요인

겨니샵) 여성원피스에서 점프슈트로 갈아입고 새로운 옷을 보여주고 있음

제품 시연(Demonstration)

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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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출연(Credibility)02
•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는 모두 사장님이 직접 출연

• 공신력을 구성하는 두 요인 전문성과 신뢰성

Æ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or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

• 소상공인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설득 지식의 활성화(Friestad & Wright, 1994)

또는 보고 편향(reporting bias)의 함정을 벗어난 걸까??

Æ 쇼호스트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기 때문??

Æ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지만,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강력하게 내보이기 때문?? 헤르바바이오앤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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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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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출연(Credibility)02
• 설득 효과 = 메시지로 인한 설득 + 정보원의 영향력 +기타요인

• 소상공인(사장님)이 공신력(credibility)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메시지 또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의 구매를 촉발(선택을 확신)하는 요인으로 작용

• 스토리텔링(storytelling)

Æ 제품을 개발한 이유에서부터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익숙하지만 어딘가 새로운 이야기

Æ 뚜렷한 캐릭터(처리유창성이 높음)와 공감하기 쉬운 스토리

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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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타겟팅과 방송시간 선정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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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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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타겟팅과 방송시간 선정03
• 라이브 커머스는 주로 여성이 시청함

Æ 요일/시간대별로 주 시청자 층에 어느정도 변산이 있는 것처럼 보임

• 어떤 요일 어떤 시간대에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시청자 수의 차이가 큼 (예: 겨니샵 – 시간대에 따라 6배 차이)

• 스마트스토어 배너, 쇼핑라이브 캘린더 등록, SNS를 활용한 홍보 등

또는 스토어 찜 한 단골 고객의 재방문에 비해서

Æ 시간대 선정의 효과가 더 큼(유사한 품목을 다루는 경쟁자의 존재)

Chap. 03 라이브커머스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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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는 콘텐츠 소비가 핵심04
• 아직까지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 활동이 아님

e-커머스 = 소비자 vs.  라이브 커머스 = 시청자 Æ 모두 잠재적 고객이라는 공통점

• 정보추구 동기가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소비 동기

Æ 유용한 정보를 찾는 즐거움 Å 소비자 여정 모델에서 browsing

• 무언가를 사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소비자보다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제품/서비스가 궁금해서 들어온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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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한계 및 보완점Chap. 04

Chap. 04 한계 및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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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한정된 제품 카테고리

패션/뷰티 분야

• 참여기업의 대부분이 패션/뷰티 분야에 한정

• 다른 제품군에서는 라이브커머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

• 제품시연, 정보 콘텐츠로써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제품군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비교검증해볼 필요

• 서포터즈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참여기업이 2~3회만 진행

Æ 라이브커머스를 지속했을 때의 효과를 살펴보지 못함

• 선형적 관계는 아닐지라도, 누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Æ 어던 효과가 얼마나 누적되는지에 대해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

적은 방송횟수

서포터즈 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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