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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의 심리에 근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자인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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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의 과부화 속에서 빠른 판단과 결정을 강요하는 정보화시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보처리능
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최상의 결정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일상생활 뿐만이나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할 
때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선택
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특정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따
라서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에 기반한 다양한 유발기제들이 적용된 UX디자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적용한 효과
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설득심리, UX디자인, 인터페이스, 치알디니, 무의식

Abstract  Th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of contemporary people have reached its limit as the daily 
life in an information society calls for prompt judgment and decisions while being overwhelmed with 
information. We no longer make optimal decisions after analyzing all necessary data and information and 
instead make automatic decisions based on just a handful of important information. Such a phenomenon can be 
observed not just in daily life but also on the internet. People believe they are making a rational choice when 
selecting and purchasing a product online, but in fact subconscious thoughts and behavior triggered immediately 
by certain parts of the brain without our knowing are what makes the decision.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various UX designs where the persuasion method based on Cialdini’s psychology of 
persuasion is applied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a more effective user interface design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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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정보화시 의 인들은 쏟아지는 정보의 홍

수시 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것을 분석하

고 비교하고 단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사람은 무의식

으로 인식능력의 한계를 감지하고 우리의 뇌는 그 

에서 필요한 것들만 선택 으로 집 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과시켜버리는 처리과정을 택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가 인터넷으로 어떠한 구매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용된다.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구

매를 할 때, 자신이 합리 이고 이성 으로 신 하게 

단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인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을 한다1). 부분의 의사결정과 선

택은 이 듯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뇌의 특정부분에서 

즉각 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무의식 인 사고와 행

동은 다양한 유도 기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무의식 인 심리를 이용한 다

양한 유도 기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웹사이트의 

제작목 에 맞는 클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살

펴보는 것은 효과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작을 해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인간의 무

의식 인 심리를 이용한 설득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응용

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 으로써 이러한 설득의 심리 기

법을 용한 효과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자인의 방향

과 이를 한 유발기제에 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무의식의 의사결정

우리를 제어하는 뇌 부 는 복잡하게 각 기능을 담당

하며 얽 있으며 인간의 뇌는 구뇌, 뇌, 신뇌로 이루어

져 있다. 구뇌는 동물의 진화과정에서 가장 먼  형성되

었으며 생존과 련된 기능을 담당하며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안 을 단하며 기본 인 신체기능을 조 한

다. 뇌는 감정을 담당하며 우리가 하는 부분의 충동

구매는 여기서 일어난다. 신뇌는 진화론 으로 가장 최

근에 형성된 것으로 언어처리와 말하기, 듣기, 사고 등을 

담당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나 감정, 행동을 의식 으

1) 웨인쉔크, 심규대 역, 심리를 꿰뚫는 UX디자인, p17, 2010.

로 제어하지 못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향

을 받는데, 구뇌와 뇌에서 처리되는 부분의 일을 의

식하지 못하며 신뇌에서 일어나는 일만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신뇌보다 뇌와 구뇌가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이다2). 다

시말해 우리가 의식 으로 단하고 결정한다고 믿는 

부분이 사실은 무의식 인 처리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2002년 슨(Wilson)은 무의식을 ‘의식 인 사고로는 

근할 수 없으나 단, 감정이나 행동에 향을 주는 정

신작용이며 주변 환경을 단하고 해석하여 재빨리 행동

을 취하게 하는 단축도구’라고 정의하 다.3)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여하는 무의식에 한 많은 연구들은 우

리가 어떤 설득을 목 으로 하는 커뮤니 이션을 기획하

고 디자인 할 때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디자인은 설득이다. 많은 사이트들이 사용자의 심을 

끌기 해 다양한 설득 커뮤니 이션 방법을 동원한다. 

마  문가들은 1930년  반에 설득에 한 행동들

을 체계화했다. 그 후 21세기로 어들 즈음에 경제학자

들과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에 왜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해 연구하기 시작했다.4) 

무의식에 의한 자동화되고 고정 념화 된 행동들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해서 꼭 필요한 행동일 뿐

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이때 

우리는 고정 념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5) 차일

디니(Cialdini)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의 

심리를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 다.

2) Bargh, John A., Mark Burrows.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hat construct and stereoty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1(2). 
p230-244, 1996

3) Wilson, Timothy D. Strangers to Ourselv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4) 노더, KAIST IT융합연구소 역, 사악한 디자인, 위키북스, 
p16, 2014. 

5) 노더, KAIST IT융합연구소 역, 사악한 디자인, 위키북스, 
p3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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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관성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단을 통해 입장을 정하고 나

면, 그 선택이나 단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노력하려는 

심리  부담감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부담감은 우리

로 하여  우리가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Fazio, Blascovich, 

& Driscoll, 1992){1]. 유명한 심리학자인 페스틴

(Festinger, 1957)[2]와 하이더(Heider, 1946)[3]는 일 성

을 가진 사람은 신뢰있고 이성 이며 바람직한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일 성이 인간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동기 상태라고 뉴컴(Newcomb, 

1953)은 주장했다[4].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공식화

되면 될수록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 인 부

담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심리 인 일 성은 엄청난 

사회  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우리는 마 에서 

이러한 략을 자주 하게 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처

음에는 이윤 없이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개입상태로 

만든 다음 나 에는 우리가 역으로 그들의 고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바로 이런 이다.

3.2 희소성

부분의 사람들은 희귀한 것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사람은 그 가치가 동일할 경우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훨씬 더 큰 자극을 받는다(Wilson, Purdon, & 

Wallston, 1988)[5]. 이러한 희소성의 법칙은 마  략

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한정 매나 매진임박, 

오늘마감 등과 같은 잠재  상실을 자극하는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재고가 없다는 것이 그 제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 듯 어떤 상에 한 이

용가능성이 어들수록 그 상에 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을 받게 되면  그로인해 우리가 리던 

자유가 상실된다는 사실에 더욱 강렬하게 소유하려는 심

리  항을 갖게 되고 그 특권을 되찾기 해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  과정은 심리학자인 렘(Brehm)

에 의해 제기된 ‘심리  항 이론‘ 이다[6]. 우리가 지

된 것을 더욱 갈망하고 그것이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

는 경향도 바로 이러한 심리  요인에 의한 것이다.

희귀성의 인간심리에 따르면 정보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다

시말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독 정보는 상

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데 심리학자 룩

(Brock)과 롬킨(Fromkin)은 이러한 원리를 설득커뮤

니 이션에 용하여 '상품이론' 이라고 주장하 다

(Fromkin& Brock, 1971)[7].

3.3 사회적 타당화

일반 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과 구분되는 독립

인 개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

동에 한 타당성을 획득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

을 살펴보고 참고한다6).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로 따라하는 것이 실수할 확률도 어들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

람들의 행동에 의해 우리는 더 쉽게 설득 당한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짜웃음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더 자주 오래 웃을 뿐만 아니라 그 로그램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다(Fuller & Sheehy-Skeffington, 

1974; Smyth & Fuller, 1971)[8]. 사회  타당화의 향력

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찰할 때 그 향력이 

더욱 극 화되는데(Festinger, 1954,)[9] 이러한 행동심리

를 이용한 표 인 를 아마존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추천도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3.4 호감

사람은 본능 으로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고, 호감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보다 호의 이고 유리한 치

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오랜 연구로 이러한 호감을 이끌어내는 몇 가지 요소들

을 찾아냈는데 호감을 이끌어내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의 정 인 매력 하나가 그 사람 체를 평

가 하는데 결정 인 향을 미치는데 이를 ‘후 효과’라

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능

력있고 정직하며 리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Eagly, 

Ashmore, Makhijan,i & Longo, 1991)[10]. 구인시장에서

도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 지 못한 사람보다 면

으로부터 보다 호의 인 고용결정을 받았으며 매력

인 사람들이 그 지 못한 사람들 보다 12-14% 더 먾은 

6) 웨인쉔크, 심규대 역, 심리를 꿰뚫는 UX디자인, p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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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을 받았다(Hammermesh & Biddle, 1994)[11]

한 우리는 우리와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를 ‘유

사성 효과‘라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잠재고객이 업사

원과 나이, 종교, 선호하는 정당이나 취미 등에서 유사성

이 높을수록 그 잠재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

졌다(Evans, 1963)[12]. 이 듯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러한 유사성은 정 인 결과

를 이끌어낸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어떤 상에 익숙해지

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을 좋아하게 되는데

(Grush, 1980)[13] 이 듯 자주 반복하여 한 상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 효과’라고 한다.

끝으로 ‘연상효과’는 논리 일 필요가 없이 그  정

인 연상 계만 형성되면 사람들은 무의식 으로 호감

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고주들이 이러한 연상

효과를 이용하고자 아름다운 모델을 등장시켜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인 이미지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제품에 이시키는 략을 사용한다. 

3.5 권위

사람들은 어느 특정 주제에서 권 를 가진 사람의 말

과 지침을 무조건 신뢰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Milgram, 1974)[14].  귄 에 한 복종은 부분 우리에

게 유익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권 자의 명령에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않고 거의 무의식 으로 자동 인 

복종을 하는 편리성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권 의 실

체 뿐만 아니라 권 의 상징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

다7). 를 들면 사람들은 고 승용차에 보다 하고 

존경받는 직함들은 크기와 인식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그

러한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한 것들을 제품 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유명한 연 인이나 신뢰감 있는 인물

을 고모델로 기용함으로 그들이 가진 권 를 제품에 

그 로 이시켜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확보한다. 한 

문가 평 이라든지 신뢰할만한 공신력있는 문집단

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권 를 유도기제로 사용하

는 것이 이러한 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 라인 화장품가게에서 매장 직원들이 흰

7) 치알디니, 이현우 역, 설득의 심리학, p302-308, 2004

색가운을 입고 있음으로써 화장품에 한 의학 인 신뢰

감과 함께 제품에 한 기 치를 상승시키는 략 한 

이러한 이다.

3.6 상호성

사회학자인 골드 (Gouldner,1960)가 다양한 문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호성의 인간심리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15]. 손님들에게 사탕

이나 껌을 얹어 계산서에 내 면 이 늘어났고(Lynn & 

McCall, 1998)[16]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기 에

는 거 했을 만한 서비스나 상품도 기꺼이 구입하려는 

자세를 보 다(Gruner, 1996)[17]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쉽게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마  략을 할 수 있는

데 공짜로 나눠주는 화장품 샘 이라든지 형 슈퍼마켓

의 시식코 가 그러한 라고 할 수 있다.

이 듯 상호성의 법칙은 상 방의 승낙을 얻어내는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호의를 그 로 갚아야한다는 일종

의 강박 념을 가지기 때문이다. 

4. 치알다니의 설득기법을 이용한 인터

페이스 사례분석 

웹사이트 제작목 과 의도에 맞게 사용자가 빠른 의

사결정과 선택을 하게하는 한 유발기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효과 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용할 수 있는  

디자인 략을 치알디니가 제시한 6가지 설득심리 유형

에 맞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일관성의 적용사례

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입장을 정하고 선택을 하면 

좀처럼 쉽게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한 번 입장을 

정하면 그 신념을 일 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무의식

인 일 성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1956년 페

스틴 (Festinger)는 ‘인지부조화’ 개념에 해 설명했다

[18]. 인지부조화는 사용자가 기존의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이나 학습하고 인지하고 있던 개념에 상반되는 상

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편한 감정으로 

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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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일 성의 법칙을 이용하여 만약 사용자들을 

개입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사용자의 행동을 기계

으로 조정 가능한 강한 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표 인 로 쇼핑몰의 댓 이나 사용후기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가 댓 이나 사용후기 등을 남기게 되면 처

음의 작성동기가 무엇이었든 일단 을 남김으로써 공개

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강력한 개입을 일으

켜서 자신의 말과 에 일치되게 행동하고자하는 무의식

인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충성심과 책임감 있는 고객

으로 환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쇼핑몰 사이트들이 다양한 혜택을 보상으로 내세우며 회

원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는 한 번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일 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근본 인 심리를 노린 략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Fig. 1] user review

이 듯 아주 작은 약속이나 변화가 랜드의 충성도

를 높이는데 얼마나 큰 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고 나

면 온라인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마  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단순한 댓 이나 사용후기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극 인 개입을 유도하는

데, 를들면 ‘출석체크‘ 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용자로 

하여  고정 인 출석을 유도하여 일 성 있는 습 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등 부여‘를 통해 충성심 

있는 고객에게 다양한 신분 는 계 을 부여하는 동기

부여의 방법으로 고정고객을 만드는 방법 등이 이러한 

일 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심리를 우회 으로 이용

한 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Fig. 2] assign saving coupon

[Fig. 3] assign classification 
  

4.2 희소성의 적용사례

우리는 일반 으로 희귀한 것을 그리고 비싼 것을 더 

소 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1975년 철(Worchel) 

과 리(Lee), 그리고 아데 (Adewole)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 는데, 같은 종류의 코칩을 한 병에는 10개 

넣고 다른 병에는 2개를 넣은 다음 어느 것이 더 맛있는

지 실험하여 2개 밖에 남지 않은 병의 쿠키가 더 맛있다

는 결과를 얻었다[19]. 이는 희소성과 함께 사회  타당

화가 함께 용된 결과로 2개 밖에 남지 않은 병의 쿠키

의 희소가치가 상승하여 더욱 맛있게 사람들에게 느껴졌

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택을 했다는 사회

 타당화의 심리가 자신도 함께 그 선택에 동조하게끔 

유도기제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략은 마 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희소한 

것은 제품 그 자체이든 시간이든 마찬가지의 향력을 

가지게 된다. ‘매진임박’이라든지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

라든지 ‘몇 분 남았다’는 등의 한정 매 문구는 이것을 보

는 사용자로 하여  강한 소유 욕구를 자극하며 클릭을 

일으키는 강력한 유발기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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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limit and deadline limit
사람은 상실에 한 무의식 인 두려움을 가지며 무

엇인가를 잃게 되는 것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데, 이러한 심리는 상실의 순간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

잡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

의 심리를 사람의 감각 에 가장 큰 자극감각인 시각과 

결합하여 남은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계 등의 시

각 인 요소를 동원하여 실시간으로 표 한다든지 곧 매

진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 , 숫자 등으로 시각 으로 표

할 경우 그 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하며 계획에 없던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강한 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Fig. 5] time limit with clock metaphor

[Fig. 6] time limit with number and graph
metaphor

4.3 사회적 타당화의 적용사례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행동에 한 타당성을 획득하기 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피며 그들과의 조화를 통해 하

나로 함께 소속되기를 원한다. 드 리스(De Vries)와 

루민(Pruyn)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추천이 있는 제품

이 그 지 않은 제품보다 20%이상 잘 팔렸고 추천이 있

는 여행지가 10%이상 더 많이 선택되었으며 추천인의 

사진이 포함된 경우에 그 상승폭은 20%에 이르 다[20].

이 연구를 마  략에 응용하면 제품의 우수성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는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더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응용한 방법으로 

‘주문폭주’, ‘베스트셀러’, ‘반응폭발’, ‘히트상품’ 등과 같은 

자극 인 문구를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

품을 선택하 는지를 우회 으로 표 하면서 제품에 

한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  그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유도한다.

[Fig. 7] rush of order

한 사용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댓 이나 평  그리고 상품후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의견

에 공감하고 설득당하고 구매결정에 이르게 된다. 사람

들은 이러한 평 이나 상품후기의 작성자가 자신과 유사

한 퍼소나(키, 몸무게, 신체 사이즈 등)를 가진 경우나 작

성자에 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기의 내용이 구

체 이면 구체 일수록 더욱 신뢰하게 되며 작성자의 사

진이나 착용후기 등의 실 인 이미지가 추가되면 더욱 

강력한 향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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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ser review with photo

[Fig. 9] user review with personal information

에는 키가 크고 날씬한 피  모델들이 주를 이루

며 최상의 피  이미지들만을 제공하 으나 이들은 실

의 소비자들의 신체조건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경우

가 많았고 리해진 소비자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그러

나 최근 많은 쇼핑사이트들은 다양한 신체사이즈의 피

모델을 고용하여 그들의 신체사이즈들을 구체 으로 제

시하며 소비자에게 그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퍼소

나를 제공하며 그들을 공감하고 개입하게 만드는 마  

략을 취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 사회  타당화의 향력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

의 행동을 찰할 때 그 향력이 극 화되는데

(Festinger, 1954)[9], 이제는 일반화된 아마존의 추천도

서 상품 기능이 표 이라 할 수 있다. 구매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구매한 제품을 선택한 다수의 사람들이 구

매한 제품을 추가로 노출시킴으로써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구매패턴에 자연스럽게 동조하게 되면서  다

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실시간 검색어, 순

, 조회수 등도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 략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0] fitting models with body size information

4.4 호감의 적용사례

사람은 태생 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자신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외모에 쉽게 혹당한다. 매력 인 

사람들을 그 지 않은 사람들보도 더 지 이고 능력이 

있고 도덕 이고 사교 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매력

인 사람들은 일반 으로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정 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매력의 

생물학  요인은 선천 이며 모든 문화에 걸쳐 동일하다. 

아름다운 여자, 귀여운 아기와 동물은 부분의 사람들

에게 매력 이고 감성 으로 호감을 일으킨다8). 

이러한 매력의 편향을 마 이나 고와 같이 이미

지를 수반하는 디자인 환경에 용하여, 아름답고 매력

인 사람들을 등장시켜 제품을 고하는 일은 이미 

무도 일반 인 일이 되어버렸다. 많은 온라인 쇼핑사이

트에서 매력 인 피 모델이 입고 있는 상품을 보여주며 

8)  리드웰 & 홀덴 & 버틀러, 방수원 역, 디자인 불변의 법칙 
125가지, 고려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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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품과 결부시켜 제품의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은 매력있는 사람이나 이미

지를 보면서 호감을 느끼고 그 제품과 매력을 가진 사람

과 이미지를 동일시하게 되는 인간심리를 이용하여 그 

제품에 매력을 이시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Fig. 11] attractive models

4.5 권위의 적용사례

온라인의 특성상 쇼핑사이트에서 구매로 연결되기 

해서는 제품이나 매자에 한 강한 신뢰감 형성이 무

엇보다 요하다. 이때 용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  요

소가 바로 ‘권 ’를 이용하는 것이다. 제품을 소개함에 있

어 권  있는 문가 는 인지도 높은 유명 연 인을 이

용하면 그들에 한 신뢰감이 제품과 결부되어 제품의 

매력도를 상승시키고 구매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Fig. 12] best dealer

한 의 시처럼 최우수 매자라는 인증마크 형태

의 이미지는 사용자들에게 매자에 한 강한 신뢰감을 

제공하고, MD추천이나 베스트 아이템 등은 문가에 의

한 추천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다. 한 매1 나 순 를 제공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

들이 이미 이 제품을 구매했음을 입증시키며 사회  타

당화가 주는 설득력과 함께 ‘1 ’라는 숫자가 표하는 

최고의 권 가 배가되어 사용자에게 큰 향력을 미치는 

유발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Fig. 13] top selling item

[Fig. 14] MD recommendation items

[Fig. 15] ranking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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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후기  평가들도 문가

의 평가에 뒤지지 않은 권 의 효과를 나타내며, 매수

나 리뷰가 많을수록 그 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고 신뢰

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권 를 사용자들이 

직 으로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시각

화시켜 표 하는 것은 명한 마  략이 될 것이다.

[Fig. 16] user reviews with statistics 

4.6 상호성의 적용사례

우리의 속담 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

다. 이 듯 인간의 근본 인 심리에는 군가에게 호의

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의무감 같은 빚진 기분

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략은 ‘일보후퇴 이보 진’ 이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없는 선물의 효과는 강

력하다. 백화 의 시식코 나 공짜 화장품 샘  등이 

표 인 상호성의 심리를 이용한 마  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감베르니(Gamberini)는 보상과 상호성이라는 

비교실험을 하 는데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 을 경우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한 후에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한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입력을 하 다[21]. 유형의 것이든지 무형의 것이든지 무

엇인가 유용한 것을 무료로 제공받은 사람들은 빚진 심

리상태를 회복하고자 그 빚을 되돌려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마  략으로 ‘무료배송’, 

‘쿠폰’, ‘ 립 ’등을 들 수 있으며, 추천 등의 유용한 정보

를 얻으면 추가구매로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인

간심리를 효과 으로 이용한 이다. 

[Fig. 17] free coupon

[Fig. 18] free delivery

5. 결론 

를 변하는 단어로 즉시성, 일회성, 다양성, 가속

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  들이 요하게 여기는 주제

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사장되

고 있다(McCombs & Zhu, 1995)[22]. 정보의 과부화 속

에서 빠른 단과 결정을 강요하는 정보화시 의 일상을 

살아가는 인들의 정보처리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

했다. 방 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정보

는 오히려 은 정보보다 못하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최고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보다는 시

간과 에 지의 효율성을 단하여 주어진 모든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체 자료 에서 가장 요한 정보를 그

동안 축척되어온 경험과 지식에 의거하여 필요한 의사결

정을 내리곤 한다. 물론 단 하나의 요한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은 내리는 방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최선의 결정

이 아닐 때도 있지만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

리에게는 빠른 선택의 지름길로 사용되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성 으로 단한다고 믿는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에 의해 어

느 정도 지배를 받는다는 선행연구들을 토 로 인간의 

무의식 인 습성과 본질 인 인간심리를 이용한 다양한 

설득기법들을 차일디니가 제시한 6가지 유형인 일 성, 

희소성, 사회  타당화, 호감, 권 , 상호성으로 분류하여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용된 사례들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제작할 때, 사용자들이 

주어진 상황에 빠른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게하는 한 

유발기제를 효율 으로 배치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클릭

을 통한 진정한 개입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마

 기법이자 설득 략이 될 것이다. 

9) 치알디니, 이현우 역, 설득의 심리학, p37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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