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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based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had purchased beauty products in Chinese e-commerce live broadcast. In order

to verify the impact of live broadcast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buying beauty product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WeChat,

Wenjuanxing Program from April 25 to May 20, 2021, and 572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And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PSSWIN 21.0 program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identification,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were mostly unmarried, bachelors

and professionals aged 20 to 25.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the three factors with higher average scores

are: 3.78 points for service, 3.68 points for interaction, and 3.65 points for intention to buy beauty products. The purchase intention of

beauty products reflects that the interaction of e-commerce live broadcast characteris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and positive(+),

interaction and service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beauty products. This proves that the higher the service

and interactivity of the live broadcast feature, the higher the intention and relevance of buying beauty products, and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The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s provide an effective service marketing strategy for attracting Chinese

women to buy beaut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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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자상거래 생방송(电商直播)은 중국의 새로운 유통 비즈니

스 마케팅 도구로 업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트렌드가 되었다.

특히 COVID-19의 유행과 함께 팬데믹 시대에서 더욱 주목 받

고 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는 전자상거래 판매 생방

송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생방송플랫폼은 통

상 인터넷 통신 및 전자기술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소비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 및 전자상거래가 모두 이뤄진다

(Kim, 2020).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제

품 및 서비스, 방송 콘텐츠 자체에 대해 실시간 의견을 교류하

면서 서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Wen & Lee,

2020). 그리고 뷰티제품의 전통적인 판매 채널의 비중은 해마

다 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뷰티제품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향후 시

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Zhao, 2016).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생방송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특성 분석(Zhong, 2018), 중국 전자상거

래 생방송 산업 및 현황에 대한 연구(Zhang, 2019; Li, 2019), 중

국 인터넷 생방송 쇼핑 마케팅의 성공요인 분석(Wei, 2020) 등

연구가 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뷰티상품의 특성이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Park & Hwang, 2017), 인플루언서나 오피니언

리더가 패션 등 판매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Li, 2020;

Xie, 2020)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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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의 성질 및 발전 현황이 많이 보고 되었다.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징이나 생방송 앵커 특성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미용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생방송의 특성과 여성 시청

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또는 뷰티 제품 구매의도

등에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다. 최근 중국 여성들은 자기중심적

투자로 인해 뷰티에 대한 관심이 여러 방면으로 쏠리고 있다

(Ko, 2019).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함께 화장품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었다(Baek, 2019). 따라서 전자

상거래 생방송은 뷰티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생방송은 지금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뷰티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잇다. 이는 생방송의 특성이 여성 소

비자의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생방송의 어떤 특

성 요인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중국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

자상거래 생방송 서비스와 상호작용성의 특성이 뷰티제품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생방송

의 특성을 파악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뷰티제품에 대

한 호감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는 마

케팅 방안을 마련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자상거래 생방송의 특성

전자상거래 생방송은 채널로 하여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 배경에서 생중계가 전자상거래와 양방향으

로 융합된 결과물이다. 생중계를 수단으로 사람, 화물, 장(人,

货, 场)의 3요소를 재구성했지만 본질은 전자상거래다. 즉 전자

상거래 생방송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일

종의 마케팅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Xie, 2020). 대부분 실제

로 ‘전자상거래+생방송’과 같은 발전 경로에 대한 플랫폼에 집

중되어(Sun, 2021) 온라인 생방송 쇼핑의 소비형식이 전자상거

래의 주요 형식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생방송은 생방송과 쇼핑 플랫폼이 융합된 독특

한 형태로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시간과 장소

외 물리적인 제한 없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쇼핑

경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Lu, 2020). 전자상거래 생방송은

실시간성, 진실성, 직관성, 상호작용성과 정확성 등 특징을 가

지고 있으며 소비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

친밀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여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Xie, 2020). 그리고 Li(2020)는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 전환율이 높고, 상품 전시는 직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사실

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방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특성이 있

다. 특히 중국 인터넷 생방송 쇼핑은 실시성, 편의성, 명확한 목

표 수용자를 저격하기 위해 풍부한 방송내용, 탄막(인터넷 동

영상 볼 때 뜨는 댓글 자막)과 호평 시스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은 상호작용성(앵커, 시

청자, 상품과의 관계, 상품 종류, 뷰티상품 설명)과 서비스 특성

(경제적 서비스, 후기 등 정보 서비스)을 설명하고 있다. 

2. 뷰티제품 구매의도

뷰티제품은 신체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아름

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미용관련 제품을 의미

하고 있다. 이는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바디제품, 향수, 그

외 헤어, 미용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Kim & Ahn, 2018)). 구

매의도(purchase intention)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주관적인 경향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구매의도가 강한 주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제

품을 대하는 태도를 구현하거나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가능성을 반응한다(Wu, 2020). 구매의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계획된 미래의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

겨질 확률이라고 정의하였으며(Cho & Yoon, 2021), Yang(2020)

은 구매의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말하며, 구매와 가장 인접한 개념으로 소비자의 구매행

동의 여부에 소비자의 태도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매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뷰티제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는 아름다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적 욕구와 옌즈경제 등의 사회문화적 외적 환경에 따라 전

자상거래 생방송에서 뷰티제품을 구매한다. 

본 연구의 뷰티제품 구매의도는 전자상거래 생방송에서 소

비자의 욕구에 의한 뷰티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재구매 의도에

따라 제품평가, 구전 등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중국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시청하고 뷰티제품 구

입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5일에

서 5월 20일까지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위쳇(WeChat),

왠쥬엔씽 프로그램(wenjuanxing program)에서 연구목적을 읽

고 동의한 후 전자설문지에 무기명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하였다. 응답된 자료는 엑셀프로그램(Excel 2013 program)

으로 자동 코딩된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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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과 뷰티제품 구매의도의

상관성,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이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 맞게 총 2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

적인 특성 4문항은 명목척도로 설문하였고,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10문항(Wang, 2020; Baek, 2019)과 뷰티제품 구매의도 10

문항(Xie, 2020; Quan, 2020; Kim, 2018)은 5점 리컷트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그렇다 5점’으로 설문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측정변수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58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불성실한 응답

자 9부를 제외한 572명을 최종 선택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1.0프로그램 이용하여 통계처

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였고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문

항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

도는 Cronbach’s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뷰티제품 구매의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

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뷰티

제품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고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이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서 연령은 ‘20~

25세’가 42.0%, ‘26~30세’가 24.7%, ‘31~35세’가 17.3%, ‘36~

40세’가 16.1%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40.6%, ‘기혼’이

59.4%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35.3%, ‘고등학교’가 27.3%,

‘전문·기술대학’이 24.3%, ‘석사 이상’이 13.1% 순이었고, 직업

은 ‘전문직’이 22.9%, ‘사무직’이 19.6%, ‘기타’가 18.5%, ‘서비

스직’이 17.3%, ‘미용관련 업종’이 11.5%, ‘학생’이 10.1% 순으

로 조사되었다.

2. 설문도구 요인분석

1)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의 요인분석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특성에 대한 KMO 값은 0.939로 매우 높으므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

사 카이제곱값이 2189.165로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항목들을 기준

으로 설정하여 요인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고유값이 3.863, 설명비가 38.62%로 나타나 상호작용성 요인

으로 앵커, 시청자와 제품관계, 상품종류 및 설명 등의 내용을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Question
Factor

1 2

Interactive

Exchange Q&A with BJ. .772 .178

Can get real information from BJ. .765 .073

There is a feeling of being with other audiences who you can communicate with. .732 .188

BJ has extensive experience in beauty products and can fully explain product descriptions. .722 .323

Can share information related to the live broadcast with others. .660 .326

Understand the needs of consumers and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637 .437

Easily get the product that you want. .567 .389

BJ provides multi-brand and multi-category beauty products. .540 .420

Services
You can check other users' postscripts (reviews, evaluation articles) before purchasing beauty products. .071 .888

Activities or economic benefits (price discounts, coupons, points, etc.), gifts and services can be provided. .405 .600

Eigen value 3.863 1.951

Variance Description(%) 38.627 19.513

Cumulative Description(%) 38.627 58.140

KMO = .939, Bartlett's test결과 χ²=2189.165 (df=4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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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고유값이 1.951, 설명비가

19.51%로 나타나 서비스 요인으로 경제적서비스, 후기등 정보

서비스 등을 설명하고자 명명하였다.

2) 뷰티제품 구매의도의 요인분석

본 연구의 뷰티제품 구매의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대한 KMO 값은 0.950으로 매우 높으

므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Test of

Sphericity)는 근사 카이제곱값이 2725.092로 유의수준이 .000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

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

여,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에 한하며 요인적재량이 0.4 이상

인 항목들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요인수를 1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고유값은 5.529, 설명비는 55.28%로 나타나 뷰

티제품 구매의도 요인으로 구매의도, 지속적 구매의도 등을 설

명하고자 명명하였다.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신뢰성의 측정방법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동일

한 대상에 시간을 달리하여 적용결과를 비교하는 검증-재검증,

항목분할 측정치의 상관도, 내적 일관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

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이상

이면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전

자상거래 생방송의 상호작용성은 .880, 뷰티제품 구매의도는

.910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특성은 .530으로 다소 낮게 나

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4.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뷰티제품 구매의도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뷰티제품 구매의도를 살펴본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은 ‘상호작용성’

(M=3.68), ‘서비스’(M=3.78)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뷰티제

품 구매의도의 평균은 3.65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생방송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ark et al., 2019), 인터넷 생방송 시청자는 생방송 과정 중에서

가격 비교나 쿠폰, 할인 이벤트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제품으

로 다양한 지각된 경제성 서비스와의 생방송 앵커의 뷰티제품

시연,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댓글, 사용 후기, 리뷰와 같은 정보

소비스 등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Zhao & Kim,

Table 2. Factor analysis of the purchase intentions of beauty products

Question
Factor

1

Purchase 
intentions 

of beauty 
products

Will continue to watch the live broadcast. .803

Will continue to buy beauty products from the live broadcast .800

Products recommended by the BJ of the live broadcast will be given to priority when buying a product. .787

Will buy all kinds of beauty products from the live broadcast. .764

The beauty product will be better which is recommended by a famous BJ. .754

Often watch the live broadcast and have the intention to buy products. .750

Will buy the product recommended by live BJ if it’s a beauty product with similar price and style. .706

Will buy the beauty products again if you like after buying them which are recommended by the BJ of the live 

broadcast
.691

Will recommend the product that you bought from the live broadcast to your acquaintance. .684

Will want to buy more products if trust is generated (after use) after buying the beauty product from the live 

broadcast.
.681

Eigen value 5.529

Variance Description(%) 55.286

Cumulative Description(%) 55.286

KMO = .950, Bartlett's test χ²=2725.092 (df=45, p=.000)

Table 3. Reliability appraisal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Interactive 8 .880

Services 2 .530

Purchase intentions of beauty 
products

1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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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그리고 생방송의 표현이 직관적이며, 풍부한 형식, 다양

한 내용, 구입이 편리하고 강한 상호작용성 등과 같은 장점을

사용자가 플랫폼 특성에 대한 지각으로 시청자의 구매의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Lu, 2020).

5.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뷰티제품 구매의도와의 상관

관계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뷰티제품 구매의도와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뷰티제품 구매의도는 전자상

거래 생방송 특성의 상호작용성(r=.841, p<.001), 서비스 특성

(r=.569, p<.001) 순으로 정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 변수와 구매의도의 정적인 상관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라이브 커머스 특성의 하위요인 중 상호작용

성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고(La

& Oh, 2021). 왕홍 생방송 플랫폼의 상호작용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Wang, 2020)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상호작용성은 생방송과 소비자와의 관계 형

성은 필수적인 영향 요소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앵커를 친근

감 있게 느끼고 더 공감을 형성하게 된다. 즉, 소비자는 부정적

인 반응을 줄이고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신뢰 관계를 맺는다. 이때 전달되는 정보의 진실성에 의심하지

않고 생방송을 통해 구매에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는 이론적 배

경을 뒷받침하고 있다(Wang, 2020).

6.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이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이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이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715로 전체 변동의 71.5%로 회귀

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713.361, p<.001). 전자상거

래 생방송 특성의 상호작용성(=.777, p<.001), 서비스(=.107,

p<.001) 순으로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의 상호작

용성과 서비스 특성이 높을수록 뷰티제품 구매의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중국의 전자상거래 생방송 판매에서 KOL(Key

Opinion Leader) 특성의 상호작용성과 판매 상품의 할인 이벤

트가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았고(Li, 2020), 타오바오 판매 생

방송의 상호작용 특성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준사회적 상호작

용이 시청자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Xia, 2021). 이는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시청자가 지속적으

로 생방송 사용의도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의 결과 고객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수록 쇼핑만족도가 높고, 쇼핑만족도가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다는것은 고객서비스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이론적 배경을 지지하고 있다(Uuriintuya, 2018).

Table 4.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purchase
intention of beauty products

Classification M SD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Interactive 3.68 .77

Services 3.78 .79

Purchase intentions of beauty products 3.65 .78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and the purchase intention of beauty products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Purchase intentions of 

beauty productsInteractive Services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Interactive 1

Services .594*** 1

Purchase intentions of beauty products .841*** .569*** 1

***p<.001

Table 6. Effects of e-commerce live broadcast characteristics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beauty produc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t p R2 adj R2 F 

purchase intentions 
of beauty products

Constant .362 3.829*** .000

.715 .714 713.361***Interactive .786 .777 27.934*** .000

Services .105 .107 3.851*** .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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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시청하고 뷰티제품 구

입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생방송

특성이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연령은 20~25세, 결혼상태는 미혼, 최종학

력은 학사, 직업은 전문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상거

래 생방송 특성은 서비스 요인은 평균 3.78점, 상호작용성 요인

은 평균 3.68점, 뷰티제품 구매의도는 평균 3.65점으로 높게 나

타났다. 뷰티제품 구매의도는 생방송 특성 상호작용성 요인과

서비스 요인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생방송 특성의

상호작용성과 서비스 특성이 뷰티제품 구매의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의 결과 전자상거래 생방

송 특성의 서비스 특성과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뷰티제품 구

매의도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특성의 상호작용

성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소비자의 감정 및 행동의 지각된 가치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할인, 쿠폰, 샘플,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특성(경제적 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향상시켜 더

많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

구는 중국 전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설문하였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

다. 추후 본 연구에서 설명되지 않는 오락성, 분위기 작용성, 실

시간성, 편의성, 배송특성 등 다양한 변인을 바탕으로 지속적

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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