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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인 방송 및 동영상 플랫폼들이 영상 소비를 위한 주요 창구로 자리잡은 상태에서 ASMR 콘텐츠가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ASMR 콘텐츠 이용 영향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하위 콘텐츠 유형, 이용 동기, 신경증 및 
주관적 규범을 영향 가능 요인들로 설정하고 이들의 ASMR 콘텐츠 이용에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았
다. 신경증의 직접 효과 이외에 조절 효과 또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교육수준, 마찰 
및 입소리 콘텐츠 유형, 이용 동기로서 집중, 수면장애해소, 즐거운쾌감·스트레스해소 및 주관적 규범이 ASMR 
콘텐츠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기심·유행 및 성적 쾌감 동기는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의 조절 효과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ASMR 콘텐츠 이용을 보다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증과 같은 이용자의 성격 특성들도 영향 가능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중심어 :∣자율감각 쾌락반응∣조절효과∣신경증∣이용동기∣지속적 사용∣
Abstract

ASMR are becoming a new consumption trend with wide prevalence of personal web-casting and 
video-sharing platform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looked at what factors determine usage of ASMR 
contents. In greater details, demographic variables, sub-types of contents, usage motivations, 
neuroticism and subjective norm were considered as possible determinants in this study. And their 
influences on ASMR usage were empirically tested. The moderating effect of neuroticism was also 
examined. The findings showed that educational level as one of demographic variables, two sub-types 
of scratching and eating sound, three motivational factors including attention, relieving for sleep disorder 
and pleasure·stress relief have positive influences on ASMR usage while motivations of curiosity·trend 
and sexual pleasure have negative influences. The moderating effect of neuroticism was also empirically 
prove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since it suggests that personal traits including neuroticism as 
influencing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understanding usage behaviors of ASMR contents 
with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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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유튜브(Youtube)’ 및 ‘아프리카TV’와 같은 1인 방송
∙동영상 플랫폼들이 영상 소비를 위한 주요 미디어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또한 소비되고 있다
[1]. 특히 최근 들어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콘텐츠(약자로 ASMR 콘텐츠라 불리는 콘
텐츠)가 이들 1인 방송∙동영상 플랫폼들을 통해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관련 콘텐츠의 
소비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소비
가 급증하고 있다[2]. 실제로 일부 통계 자료[3]에 따르
면, 2017-18년 기간 동안 ASMR 콘텐츠는 커버댄스 
콘텐츠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콘텐츠 
중 하나다. 

관련 콘텐츠의 소비가 미디어 이용에 있어 하나의 중
요 현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아직까지는 그 수적으로 많
지는 않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
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 역시 점차 수행되고 있다. 국
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용과 충족 이론[4]을 바탕
으로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2][5]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ASMR의 생체 
심리 효과 관련 연구[6], 젠더 문제 등 문화연구의 관점
에서 ASMR 이용 현상을 바라보는 연구[7], ASMR 콘
텐츠에 있어서의 실존적 공간에 관한 연구[8] 등이 현
재까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용자의 이용 동기들과 
성격적 특성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들 요인들
의 ASMR 이용 행위에의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이들 
요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고려하며 ASMR 콘텐츠 
이용 영향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성격 특성으로
서 신경증(Neuroticism)과 이용 동기들을 동시에 고려
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ASMR 콘텐츠 이용 행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본 연구는 신경증이 ASMR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이용 동기들
의 ASMR 콘텐츠 이용 행위로의 영향 과정에서 조절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또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왜 사람들이 ASMR 

콘텐츠를 이용하는 지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ASMR 콘텐츠의 개념 및 특징
자율감각쾌락반응으로 흔히 번역되는 ASMR라는 용

어는 Jennifer Allen에 의해 2010년에 처음으로 정의
되고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트리거
(Trigger)라고 불리는 여러 자극기제에 의해 머리부터 
시작되어 등줄기로 이어지는 팅글(Tingle: 기분 좋은 
쾌감/찌릿찌릿함)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 
등을 경험하는 것을 지칭한다[2][4][7-10]. ASMR에 있
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반응을 이끌어 내는 트
리거가 주로 시각적인 영상이 아니라 긁는 소리, 자연
의 소리, 먹는 소리 등 청각 중심의 자극임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주로 속삭이는 소리와 같은 자극의 강도
가 세지 않은 미세한 자극이라는 점이다[7]. 이러한 가
운데 ASMR 콘텐츠란 이용자가 팅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청각중심의 저자극의 자극기제를 지닌 콘텐츠
로 이해가 될 수 있다[2][7].   

최근의 ASMR 콘텐츠의 확산과 인기는 비단 국내에
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며 대표적인 1인 방송∙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전세계적인 현
상이다. 미국과 호주 등의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ASMR 콘텐츠가 등장하며 점차 인기를 끌
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관련 콘텐츠에 
대한 다수의 전문 제작자들의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소
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7][11].  실제로, 다음 [그림 1]
에서 보듯이 ASMR 콘텐츠 관련 국내 이용자들의 관심
과 수요는 2019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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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글 트렌드(Google Trend)에 나타난 최근 5년 동안
의 국내 온라인 이용자의 ASMR 검색 추이[12]

 
ASMR 콘텐츠는 비록 청각 중심의 미세한 자극을 특

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지니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유형을 보면 다양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장세연 및 그의 동료들의 연구[8]에 따르
면 현재 제공되는 있는 여러 종류의 ASMR 콘텐츠는 
[그림 2]와 같이 하위 범주화될 수 있다.  

그림 2. ASMR 콘텐츠의 분류. 장세연 외[8] 및 한기규[2] 등
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  

2. ASMR 콘텐츠 관련 선행 연구 동향 
김수정[7]에 따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이

루어진 ASMR 학술적 연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
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하나는 실험 혹은 서베이 등으
로 ASMR 콘텐츠가 지니는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다루
는 연구들[2][5][6][0-11][13][14]이며, 다른 하나는 문
화 연구∙비평적 관점으로 ASMR 콘텐츠가 등장하게 문
화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거나 ASMR 콘텐츠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살펴본 연구들[7][8][15][16]이다.  

이 중 본 연구와 같이 실증적 관점에서 ASMR 콘텐
츠의 효과를 살펴본 상당수의 연구들은 주로 ASMR 콘
텐츠 이용의 동기를 파악하고 이들 동기들이 실제 이용
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만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2][4][10-11][13]. 대표적으
로, 한기규[2]의 연구는 국내 이용자의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는 크게 집중력 향상, 불면증 해소, 성적 쾌감 
및 호기심 동기 등 크게 4가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집중력 향상 및 불면증 해소 동기가 지속적 이
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바렛과 그
의 동료들[10]은 해외 ASMR 콘텐츠 이용자들 역시 주
로 ASMR 콘텐츠를 주로 긴장의 이완, 수면을 돕기 위
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같은 ASMR 콘텐츠라 하더라도 트리거에 따라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나
타나는 지를 살펴본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2][6][11]. 
예를 들어, 이재찬과 김정룡[6]은 생체반응 측정 장비인 
뇌파검사(Electroencephalography:EEG)를 활용하
여 총 12개의 다른 형식의 트리거(부직포 긁는 소리, 남
성/여성이 속삭이는 소리 등)에 따라 ASMR 콘텐츠 이
용자 반응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리거의 종류에 따라 이완효
과 와 수면유도 효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정
민주[11]의 연구 역시, 이용자의 플로우(Flow) 경험에 
있어 트리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을 실증하였다. 

실증적인 관점에서의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은 이용자
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혹은 성격 특성에 따라 ASMR 
콘텐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인구통계
학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한기규[3]는 성별에 따라 
ASMR 콘텐츠 이용 동기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
면증 해소 동기는 높으며, 성적 쾌감 등을 위한 동기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수준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단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이외에 성격 및 심리적인 
특징과 ASMR 콘텐츠 이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
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관련된 해외 연구로
서 ASMR 경험/비경험 자들간의 5가지 성격 특성 요소
(Big Five Personality Traits) 차원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본 프레드보그와 그의 동료들[14]의 연구가 거의 
유일무의하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ASMR을 경험한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 비해 5가지 성격 요소 중 
개방성과 신경증 측면에서 더 강한 특성을 나타냄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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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일부 이용자의 성격 
특성들이 ASMR 콘텐츠 이용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실증했으나, 이들 성격요인들이 이용 동기와 같은 또 
다른 영향 요인들과 어떤 관계속에서 ASMR 콘텐츠 이
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른 여러 영향 요인들
을 동시에 고려하며 이용자의 성격적 특성이 ASMR 콘
텐츠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의 미디어 이용 
수많은 선행 연구들은 그 동안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나 콘텐츠 이용 이유를 이해해 
왔다[17]. 이용과 충족 관점은 이용자의 미디어나 콘텐
츠 이용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용자의 능동적이고 목적적인 행위임을 강조한
다[5]. 특히, 이 관점에 따르면 서로 다른 미디어들은 이
용자의 각기 다른 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
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수많은 이용과 충족 이론 기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특정 미디어가 이용자의 어떤 차원
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18].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ASMR 콘텐츠 이용 관련해서
도 일부 선행 연구들의 경우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ASMR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은 어떤 욕구들을 충족
하는 지를 규명해 왔다[2][4][11]. 관련 기존 연구들간
에는 ASMR 콘텐츠를 통해 충족되는 욕구들에 대한 상
당부분 공통된 시각도 제시하지만 동시에 일부 일치되
지 않는 결과들 또한 제시해왔다. 

더불어 관련 선행 연구들은 이용 동기들 이외에 이용
자의 성격 특성의 영향,  그리고 성격적 특성과 동기 등
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며 ASMR 콘텐츠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보
다 포괄적으로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를 규명해보고, 
이들 동기들이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직접적 영향 이외에 성격 등과의 상호 작용 효과 등
은 존재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4. 신경증과 미디어 이용   
수많은 선행 연구들은 성격과 같은 개인 성향과 미디

어 이용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입증하여 왔다[19]. 특히 
여러 개인 성향 중 하나인 신경증(Neuroticism)의 경
우 미디어 및 콘텐츠 이용을 이해하는 학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을 받고 또한 연구되어 왔다[20][21].      

신경증은 대표적인 부정적인 성격유형으로서 정서적
으로 불안하고 외부자극에 민감하며, 기분의 변화 정도
가 심하고 동시에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지나친 염려 등
을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22][23].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신경증 성향이 높은 개인의 경우 낮은 이에 비해 특
정 콘텐츠 장르나 미디어 사용 행위 등에 있어서 차이
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무어와 맥엘로이[24]의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 경향이 높은 개인은 낮은 이에 비해  
SNS 이용의 정도가 훨씬 더 많음을 주장하였다. 즉, 
SNS를 통해 다른 이와 관계를 맺을 경우 일상 생활 속
에서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와는 달리 자신의 안 
좋은 모습들을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통제하기 쉽고, 
이에 관계 실패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기
지 않기 때문에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SNS를 더 많
이 이용함을 그들은 설명하였다. 또한 이창훈[20]은 신
경증 경향이 강한 사람은 일반인들에 비해 정보성 프로
그램의 이용 빈도가 높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세상이 어떻
게 돌아가는 지를 수시로 확인· 감시하기를 원하기 때
문이다. 또한 그는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우울
증과의 연관성도 높기에 일상 생활에서의 긴장이나 스
트레스를 줄 일 수 있는 일상 도피적인 내용의 TV 프로
그램 소비하려는 성향이 강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증
과 ASMR 콘텐츠 이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체계적
으로 설명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
운데 본 연구는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증과 
ASMR 콘텐츠 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
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일부 선행 연구들[23][25][26]에 따르면 신경
증은 미디어나 콘텐츠 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로
의 효과 과정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직접적 
영향력 이외에 조절 변인으로서의 영향력에 대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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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한 지닌다. 실제로 장과 그의 동료들[26]의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적 성향은 쇼트 클립 서비스에 대한 애착 
정도 형성 과정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냄을 실증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ASMR 콘
텐츠 이용과정에서 신경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들과 신경증과의 상호 작용 효과가 어
떻게 이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주관적 규범과 미디어 이용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들에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중요한 타인들(혹은 준거 집단) 속에서 존재하는 규
범을 인식시키고 이에 뷰합되도록 행위수행을 하도록 
하게 하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의 일종이
다[27].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주관적 규범은 다
양한 미디어 및 콘텐츠의 선택이나 지속적 이용 등에 영
향을 미침을 증명하여 왔다[28]. 대표적으로 이봉규와 
그의 동료들[29]의 연구에 따르면 IPTV 서비스 수용에 
있어 주관적 규범이 서비스 채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ASMR 콘텐츠 이용 또
한 이러한 주관적 규범에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모델,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델의 설정
앞서 기술된 ASMR 콘텐츠 관련 연구들과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그림 3]와 같은 모델
을 설정해보고, 변인들간의 관계성에 대해 고찰해 본다. 

그림 3. 연구모델

2. 변인들간의 관계 설정
2.1.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ASMR 콘텐츠 이용
다수의 선행 연구들[1][3][11]은 성별, 연령, 교육 수

준 및 가구 수입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특정한 
미디어 혹은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
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이성준[1]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 선호 장르에 있어서의 차
이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ASMR 콘텐츠 이이
용에 있어서도 일부 선행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들이 ASMR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민주[11]의 연구에 따르면 
마찰음이나 비역할극 등의 일부 ASMR 콘텐츠 이용 빈
도에 있어서 성별, 연령 및 학력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한기규[3]의 연구 역시, 성
별에 따른 ASMR 콘텐츠 이용 동기에 있어 차이점에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ASMR 콘텐츠 이용 동기
에 있어 여성의 경우 불면증 해소 동기는 높으며, 반면
에 남성은 성적 쾌감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ASMR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1: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ASMR 콘텐츠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콘텐츠 유형별 이용정도와 ASMR 콘텐츠 지속 
이용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ASMR 
콘텐츠라 불리는 콘텐츠들은 다시 여러 유형별로 하위
범주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하위 유형 혹은 트리거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선행 연구들은 증명하고 있다[2][6]. 이러한 
가운데 개인 이용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효과
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보다 특정 하위 유형의 ASMR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ASMR 
콘텐츠 전체 이용량 혹은 전반적인 ASMR 콘텐츠 이용 
의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민주[11]의 연구에 따르면 마찰음이
나 입소리를 트리거로 쓰는 ASMR 콘텐츠 이용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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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ASMR 콘텐츠 지속적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나, 단어를 트리거로 쓰는 ASMR 콘텐츠 이
용 정도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특정 하위 ASMR 콘텐츠 
유형 이용 정도와 전반적인 ASMR 콘텐츠의 지속적 이
용 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2: ASMR 콘텐츠 하위 유형 중 어떤 유형
들의 이용 정도가 ASMR 콘텐츠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2.3.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들과 ASMR 콘텐츠 
이용

앞서 논의된 바대로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의 선행 연
구들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특정 욕구 충족하기 위한 
동기들을 가지고 이에 부합되는 미디어·콘텐츠를 능동
적으로 소비한다[4][5][17][18]. 그간 ASMR 콘텐츠관
련해서는 몇 몇 선행 연구들[2][4][11]은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개인들의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들을 설명
해 왔다. 대표적으로, 정민주[11]는 개인의 ASMR 콘텐
츠 이용 동기는 집중, 숙면(혹은 불면증을 해소), 성적 
쾌감, 호기심 등의 4가지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중 집중 및 숙면 동기만이 ASMR 콘텐츠 지속 의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반면에 연구에 
따르면 성적 쾌감과 호기심 등은 지속 의향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김자경과 이정기[4]는 
ASMR 콘텐츠를 포함하는 무자극 영상 콘텐츠의 이용
동기가 즐거움추구, 외로움 극복 및 과시의 3가지 차원
으로 정의됨과 함께 즐거움 추구만이 무자극 영상 콘텐
츠의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시와 외로움의 동기는 지
속적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들어났다. 
비록 이들 연구들은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들을 규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이용과의 관계를 설명했지
만 제시된 동기들이 단편적이고 연구들간의 일치된 결
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ASMR 콘
텐츠 관련 동기들을 규명해보고 이들 동기와 ASMR 콘
텐츠와의 지속적 이용 의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3: ASMR 콘텐츠 유형 중 어떤 이용 동기

들이 ASMR 콘텐츠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
는가? 

2.4. 신경증과 ASMR 콘텐츠 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선행 연구들

[20][21][30]은 신경증이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선택 
및 이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성격 특성임
을 실증해왔다. 특정 콘텐츠 장르로서 ASMR 콘텐츠 
이용 정도와 신경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증한 선행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관련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신경증이 ASMR 
콘텐츠의 수용 혹은 이용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우
울증의 정도가 더 심한 경우가 많고[14][20], 이러한 사
람들의 경우 이러한 일상 생활에서의 우울한 정서를 해
결하기 위해 일상 도피적인 성격의 콘텐츠를 이용하려 
한다[20]. ASMR 콘텐츠의 기본적인 성격이 일상 도피
적인 성격의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32], 이러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
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ASMR 콘텐츠를 더 이용하려 함
을 상정해 볼 수 있다. 

· 가설1: 신경증은 ASMR 콘텐츠 지속적 이용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신경증의 조절효과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선행 연구들

[23][25][26][30]은 신경증이 미디어나 콘텐츠 이용을 
포함한 일부 행위 과정에 있어 직접 영향 이외에 조절 
변인으로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규명하였다. 대표적으로, 최진명[30]은 무
드관리이론(Mood Management Theory)[32]을 기반
으로 콘텐츠 선택에 있어 개인 성향으로서 신경증이 중
요한 이유는 신경증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콘텐츠 선
택을 바로 유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경증이 콘텐츠 선
택과정에서 작동하는 다른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을 
증폭․완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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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개인에게 우울
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경증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성향이 약한 사람보
다 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심각
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자신에
게 야기된 부정적인 정서를 빨리 벗어나고자 즐거운 쾌
감 등을 얻기 위한 동기가 보다 강하게 생기게 되고 이
를 충족하기 위해 즐거움 획득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을 더 많이 이용하려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과 그의 동료들[26]의 연구는 신경증이 쇼트 
클립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자신의 방식대로 개인화시
키고 싶은 심리적인 요인들과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애착 형성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보임을 실증하였
다. 다시 말해,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이 강한 사
람들의 경우 자신이 올린 짧은 동영상에서 자신의 모습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에 대해 신경증이 
약한 이들에 비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이에 현실의 자
신보다 좀 더 멋있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동기
가 보다 강력하게 작동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
텐츠 개인화 기능이 갖추어진  쇼트클립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23][33]은 개인 성향으로서 신경증
이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된 상황 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 상황 속에서 이들 정서들과 연관되어 다
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증폭 혹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
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 있어서도 신경증의 수준에 
따라 ASMR 콘텐츠와 관련된 개인의 심리 요인들, 즉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들이 ASMR 콘텐츠 지속적 이
용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절 효과를 상정해 볼 수 있
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상정한다. 

· 가설 2: 신경증은 ASMR 콘텐츠 이용동기들과 
ASMR 콘텐츠 지속적 의향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2.6. 주관적 규범과 ASMR 콘텐츠 이용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관적 규범이란 개인들에게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그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준

거 집단들의 규범들을 인지시키고 이에 부합되도록 행
위를 유도하는 일종의 사회적 영향력·압력이다[27]. 많
은 선행 연구들[28][29]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개인 
차원의 개인 특성 및 심리적 동기들과는 별개의 차원에
서 다양한 미디어 미디어 혹은 콘텐츠 선택·지속적 이
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28][29]. 예를 들어, 이봉규와 그의 동료들[29]의 연구
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IPTV 수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종구[28]의 연
구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 주관적 규범은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ASMR 콘텐츠 선택과 이
용에도 영향을 미침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가설3: 주관적 규범은 ASMR 콘텐츠 지속적 이용의
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의 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데이터는 리서치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를 통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세한 설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들이 만든 구조화된 설문
을 중심으로 리서치 업체에서 온라인 상에 응답페이지
를 제작하였으며, 제작 이후 리서치 업체 보유 자체 패
널들에게 온라인 설문 참여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550명의 패널들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스
크린 질문들(Screen Questions)을 통해 이 중 본 연구 
대상자의 조건에 부합되는 20대와 30대이면서 ASMR 
콘텐츠를 이용해 본 경험자들 333명의 대답만을 최종
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2019년 1월 31일
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3.2. 변인들 측정 방법
3.2.1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성별

은 남자(0) 및 여자(1)로 측정하였고, 연령은 20부터 
30대까지의 연령대(20-29세 = 1, 30-39세 = 2)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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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교육수준(최종학력정도)은 고졸(1)부터 대학
원졸(4) 4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의 월수입
은 100만원 미만(1)부터 800만원이상(9)까지를 9단계
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3.2.2 하위 ASMR 콘텐츠 이용 정도
한기규[2] 및 장세연 외[8] 등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

으로 ASMR 하위 콘텐츠 영역을 마찰, 단어, 입소리, 자
연음, 공감각, 선정적인 역할극, 비선정적 역할극, 비역
할극 등으로 구분하였고 ASMR 콘텐츠 이용시 각각의 
하위 콘텐츠 이용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이
용하지 않는다, 7 = 매우 많이 이용한다)로 통해 측정하
였다. 각가의 하위 영역의 이용 정도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ASMR 콘텐츠 하위 영역별 이용 정도

3.2.3 ASMR 콘텐츠 이용동기 
ASMR 콘텐츠 이용동기의 측정은 다음 여러 단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첫째, 한기규[2], 김자경과 이정기[4], 
정민주[11] 및 바랫과 데이비스[10] 등의 연구들을 바
탕으로 총 27개의 설문 문항들을 개발하고, 설문 대상
자들에게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설문 대상자들의 응답들을 기반으로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및 Varimax 방법 활용)을 실시하였다. 고유값이 
1.0상인 요인에 적재하고, 주적재치가 .60이상이면서 
동시에 부적재치가 .40미만의 요건[18]을 충족한 27개
중 18개 ASMR 콘텐츠 이용 동기 측정 항목만을 최종 
활용하였고, 나머지 9개는 누락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최종 요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6개의 
동기가 추출되었다. 

 
표 3. ASMR 콘텐츠 이용동기 요인분석 결과

또한 추출된 최종 6개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
음 [표 4]와 같다.

구분 항목 응답수 비율

성별
남성 161 48.3%
여성 172 51.7%

연령 20-29세 175 52.6%
30-39세 158 47.4%

교육수준(
최종학력)

고졸이하 23 6.9%
대학재학 62 18.6%
대학졸업 225 67.6%
대학원졸 23 6.9%

가구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19 5.7%
100~200만원 미만 27 8.1%
200~300만원 미만 63 18.9%
300~400만원 미만 53 15.9%
400~500만원 미만 51 15.3%
500~600만원 미만 43 12.9%
600~700만원 미만 30 9.0%
700만원~800만원 미만 17 5.1%
800만원 이상 30 9.0%

측정변인
응답수

신뢰도
1 2 3 4 5 6

성적쾌감1 .940 .179 .050 .045 .123 .112

.977성적쾌감2 .949 .162 .036 .063 .110 .134

성적쾌감3 .939 .136 .051 .085 .108 .154
즐거운쾌감&

스트레스해소1 .263 .733 .113 .007 .165 .176

.863

즐거운쾌감&
스트레스해소2 .151 .866 .150 .199 .043 .088

즐거운쾌감&
스트레스해소3 .103 .835 .070 .193 .055 .254

즐거운쾌감&
스트레스해소4 .077 .616 .212 .317 .173 .205

수면장애해소1 -.064 .123 .902 .190 .018 -.002

.921수면장애해소2 .051 .141 .917 .183 .012 .019

수면장애해소3 .151 .129 .879 .160 .053 .026

집중1 .077 .224 .113 .830 -.028 -.030

.861집중2 -.030 .189 .324 .816 -.002 .041

집중3 .118 .074 .145 .871 .076 .029

호기심&유행1 -.043 .344 .088 -.090 .702 -.054

.724호기심&유행2 .225 .002 -.063 .129 .771 .222

호기심&유행3 .142 .040 .052 .017 .855 .101

무료한시간해소1 .184 .290 .027 .023 .130 .902
.959

무료한시간해소2 .200 .261 .008 .003 .134 .906

고유값 5.966 3.053 1.786 1.553 1.399 1.034

분산비율 33.144 16.958 9.923 8.627 7.774 5.746

하위영역 Mean(SD)
마찰 3.09(1.78)

단어 2,13(1.52)

입소리 4.02(1.99)

자연음 4.60(1.81)

공감각 3.23(1.94)

선정적 역할극 2.48(1.77)

비선정적 역할극 3.01(1.85)

비역할극 3.1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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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SMR 콘텐츠 이용동기의 평균·표준편차 

  
3.2.4 신경증
맥카에와 코스타[22], 장과 그의 동료들[26]의 논문

을 기반으로 ‘나는 쉽게 불안해 지는 편이다’와 ‘나는 쓸
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2문항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 대상자들의 응답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크론바흐 알파 = .860, 
M = 4..59, SD = 1.40).   

3.2.5 주관적 규범
아젠[27], 박종구[28], 이봉규와 그의 동료들[29] 등

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ASMR 콘텐츠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3문항
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 대상자들의 응답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크론바
흐 알파 = .908, M = 3.58, SD = 1.29).   

3.2.6 ASMR 콘텐츠 지속 이용 의향  
오이쥔과 조재희[35]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ASMR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 ‘ASMR 콘
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 및 ‘ASMR 콘
텐츠 이용에 대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3문항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 대상자들의 응답
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 .937 M = 4.68, SD = 1.40).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ASMR 콘텐츠 지속적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ASMR 콘텐
츠 이용자들의 다양한 성격적 특성으로서 신경증, 그리

고 신경증과 이용 동기들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어떤 요인들이 ASMR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
를  피어슨 상관 관계 분석·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
증적으로 규명하려 하였다. 본 리서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에 있어선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중 성별과 성적쾌감 동기간의 높은 부정적 상관관
계(β = -.347, p<.001)를 보였으며, 집중 동기와 하위
콘텐츠 유형으로서 자연음의 이용은 높은 긍정적 상관
관계(β = .543, p<.001)를 보였다. 또한 하위콘텐츠 유
형으로 입소리 이용과 즐거운쾌감&스트레스 해소 동기
(β = .403, p<.001) 및 선정적인 역할극과 성적쾌감 동
기간의 관계(β = .540, p<.001)에 있어서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보였다. 보다 자세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
구통계학적 요인들과 ASMR 콘텐츠 이용과의 관계(연
구문제 1)에 대해선 교육수준(β = -.113, p<0.05)은 
ASMR 콘텐츠 이용 의향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하위 영역 ASMR 콘텐츠 이용 정도와 ASMR 콘
텐츠 이용과의 관계(연구 문제2)에 대해선 마찰(β = 
.111, p<0.05)과 입소리(β = .133, p<0.01) 만이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동기와의 ASMR 콘텐츠 이용과의 관계(연구문제 
3)에 대해선 집중(β = .235, p<0.001), 수면장애해소(β 
= .214, p<0.001), 즐거움 쾌감&스트레스해소(β = 
.347, p<0.001) 동기들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호기심&유행(β = -.169, p<0.001) 및 
성적쾌감(β = -.167, p<0.001) 등은 부정적으로 유의
마한 영향을 주었다. 

ASMR 콘텐츠 이용에 대한 신경증의 직접적 효과(가
설 1) 및 조절효과(가설 3)에 대해선 신경증은 유의미
하게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36, 
p>0.05).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을 때는 수면장애해소 동
기와 ASMR 콘텐츠 이용과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 -.094, p<0.05). 조절효
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항들은 평균중심화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18 참

ASMR 콘텐츠 이용동기 Mean(SD)
성적캐감 2.16(1.53)

즐거운쾌감&스트레스해소 4.15(1.39)

수면장애해소 4.22(1.60)

집중 3.91(1.51)

호기심&유행 4.17(1.171)

무료한시간해소 3.83(1.69)



ASMR 콘텐츠 지속적 사용 영향 요인 탐색: 신경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21

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자세히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다

음 [그림 4]와 같은 추가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그림 4. 조절 효과의 추가 검증

[그림 4]에서 보듯이 개인 이용자의 신경증이 높을 
경우 낮을 때에 비해 수면장애해소가 동기가 증가함에 

따른 ASMR 콘텐츠 지속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가 약화됨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의 ASMR 콘텐츠 이용에 대
한 영향력(가설 2)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β = .188, p<0.001). 

위계적 회귀분석의 전체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V.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동영상 플랫폼이 영상 콘텐츠의 주요 유통
채널이 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콘텐츠 
유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ASMR 콘텐츠
에 주목하여, 개인이용자의 ASMR 콘텐츠 이용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결과들에 대

표 5.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이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성별(A) 1
나이(B) -.116* 1

교육수준(C) .026 .285*** 1

가구월수입(D) .071 .191*** .107 1
마찰(E) .044 -.074 .068 -.007 1

단어(F) -.185
** .076 .079 .019 .431*** 1

입소리(G) -.075 -.019 -.005 -.033 .183** .211*** 1
자연음(H) -.119* .075 -.049 -.040 .213*** .135* -.009 1
공감각(I) -.124* .054 .061 -.084 .518*** .480*** .178** .309*** 1
선정적인 
역할극(J)

-.282
*** .049 .019 .018 .487*** .499*** .229*** .070 .434*** 1

비선정적 
역할극(K) -.057 .031 .080 .002 .449*** .475*** .194*** .172** .434*** .546*** 1

비역할극(L) .058 .051 .070 -.035 .323*** .392*** .313*** .107 .374*** .357*** .604*** 1

호기심&유행(M .002 .072 -.006 .008 .183** .225*** .247*** .030 ,188** .213*** .111* .147** 1

집중(N) .019 .119* .044 -.004 .231*** .274*** .025 .543*** .318*** .183** .329*** .272*** .088 1
수면장애해소(O) .000 .033 .001 -.030 .280*** .160** .105 .350*** .205*** .276*** .287*** .206*** .093 .423*** 1
즐거운쾌감&스
트레스해소(P) -.033 -.001 -.059 -.003 .340*** .282*** .403*** .189** .322*** .376*** .332*** .388*** .321*** .403*** .338*** 1

무료한시간해소
(Q) .015 .060 .035 .011 .262*** .241*** .358*** -.061 .233*** .212*** .168** .349*** .311*** .107 .084 .497*** 1

성적쾌감(R) -.347
*** .199*** .056 -.038 .238*** .470*** .231*** .074 .309*** .540*** .283*** .275*** .292*** .168** .130* .380*** .381*** 1

주관적규범(S) .022 -.056 -.059 .011 .254*** .311*** .221*** .215** .312*** .291*** .323*** .335*** .191*** .358*** .279*** .427*** .279*** .318*** 1

신경성(T) .188** -.124* -.105 -.212
*** .093 .015 .040 -.024 .021 .027 .069 .087 .136* .072 .081 .129* .148** -.019 .048 1

지속적 
이용의향(U) .001 -.034 -.131* -.056 .319*** .183** .281*** .317*** .263*** .222*** .306*** .282*** .029 .505*** .474*** .577*** .246*** .093 .434*** .141* 1

not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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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약 및 이들 결과들이 어떤 학술적 혹은 실무적인 
시사점들을 지니는 지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로서 ASMR 콘텐츠 이용에 유일
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ASMR 콘텐츠 이용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 나이, 월수입 등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 
및 나이 등의 요소들이 ASMR 콘텐츠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한기규 등의 일부 연구[2]와는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또한 일부분 영향력을 지
닐 수 있다는 정민주[11] 등의 연구와는 차이점을 지닌
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수준이 ASMR 콘텐츠 이용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대해선 다음과 같
은 설명이 가능하다. 일부 연구자들[7]이 지적하였듯이, 
사회의 다양한 그룹별로 ASMR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
선은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서로 상반된 시
선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

은 개인들에겐 ASMR 콘텐츠는 일반적인 개인이 아닌 
비주류의 일부 특수 계층만 향유하는 하위문자이자[7], 
이른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설명되기 어려운 유사과
학(Pseudo-Science)[36]적인 성격이 강한 콘텐츠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교육수준이 높고 
이성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개인들은 ASMR 콘텐츠가 
비과학적이고 좋지 않은 효과를 주는 콘텐츠라는 부정
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에 대한 단
정은 어려우며, 추가적인 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ASMR 콘텐츠가 특정 집단에게 더 강하
게 소구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실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ASMR 콘텐츠를 이
용하도록 하기위해선 ASMR 콘텐츠 기획자나 제작자들
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바탕으로 이용자들
을 보다 세분화(Segmentation)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

변수
이름

1단계 회귀식 2단계 회귀식 3단계 회귀식 4단계 회귀식 5단계 회귀식 6단계 회귀식
ß t ß t ß t ß t ß t ß t

성별 .009 .165 .046 .860 -.025 -.568 -.044 -1.016 -.053 -1.205 -.038 -.854
나이 .013 .217 .008 .148 .017 .396 .038 .899 .040 .959 .057 1.346
교육수준 -.130* -2.280* -.142* -2.805* -.122* -2.986* -.112** -2.801** -.108* -2.692* -.113* -2.789*

가구월수입 -.045 -.804 -.024 -.476 -.035 -.893 -.045 -1.145 -.034 -.847 -.039 -.965
마찰 .161* 2.533* .106* 2.041* .116* 2.288* .115* 2.266* .111* 2.177*

단어 -.049 -.802 -.009 -.167 -.019 -.388 -.020 -.390 -.025 -.489
입소리 .213*** 4.150*** .134** 3.031** .126** 2.910** .128** 2.951** .133** 3.046**

자연음 .254*** 4.906*** .012 .238 .003 .060 .005 .114 .001 .012
공감각 .008 .124 -.002 -.044 -.017 -.337 -.014 -.282 .008 .154
선정적인 역할극 .017 .255 -.027 -.463 -.029 -.503 -.031 -.540 -.027 -.481
비선정적 역할극 .128 1.844 .046 .814 .036 .657 .034 .612 .026 .464
비역할극 .075 1.176 -.019 -.362 -.030 -.587 -.030 -.578 -.020 -.397
호기심&유행(A) -.158*** -3.747*** -.161*** -3.891*** -.166*** -4.001*** -.169*** -4.074***

집중(B) .259*** 4.923*** .232*** 4.465*** .228*** 4.384*** .235*** 4.502***

수면장애해소(C) .214*** 4.747*** .200*** 4.530*** .199*** 4.494*** .214*** 4.812***

즐거운쾌감&스트
레스해소(D) .389*** 7.155*** .365*** 6.803*** .363*** 6.775*** .347*** 6.444***

무료한시간해소(E) .050 1.013 .040 .835 .034 .698 .015 .299
성적쾌감(F) -.151** -2.821** -.181** -3.427** -.179** -3.372** -.167*** -3.140***

주관적규범 .174*** 3.851*** .176*** 3.902*** .188*** 4.116***

신경성(G) .050 1.229 .036 .882
GXA -.048 -1.125
GXB -.053 -1.165
GXC -.094* -2.134*

GXD .102 1.788
GXE .039 .801
GXF -.075 -1.687
Adjusted R2 .007 .241 .517 .537 .538 .544
∆R2 .019 .250*** .274*** .021*** .002 .013
note) p*<0.05, p**<0.01, p***<0.001

표 6.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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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 보인다.  
둘째, 콘텐츠 하위 영역에 있어선 마찰과 입소리 트

리거를 사용하는 유형의 ASMR 콘텐츠만이 ASMR 콘
텐츠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기규[2]의 연구 결과한 유사한 점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선행 연구들[6]이 실증했듯이 같은 ASMR 콘텐츠에 범
주에 들더라도 하위 유형이 다를 경우(말하자면 사용하
는 트리거에 따라) 개인 이용자에게 나타나는 효과 측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정 트리거들은 다른 트
리거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일반적
인 수준에서 ASMR 콘텐츠를 더 이용하게 만드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ASMR 콘텐츠를 이해함에 있
어 향후 연구에서는 트리거들에 따라 어떻게 효과가 달
라질 수 있고,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있어선 차이
점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보다 세밀히 연구할 필요성
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셋째, ASMR 동기들 중 집중, 수면장애 및 즐거움& 
스트레스해소 동기들은 ASMR 콘텐츠 지속적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2]은 기존의 연구
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저작극 콘텐
츠로서 ASMR 콘텐츠가 기존 일반적인 콘텐츠들이 잘 
충족시키지 못했던 이용자들의 집중, 불면증 해소 등의 
새로운 차원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실증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성적쾌감 동
기 등은 오히려 ASMR 콘텐츠는 지속적인 이용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쾌감 등의 
동기들은 보통 저자극이 아닌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의 제공되는 강렬한 시각적 장면 혹은 자극 등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 ASMR 콘텐
츠는 이전의 시각적 콘텐츠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상반되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욕구 및 동기
들을 충족시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다
시 말하자면, 좀 더 기능적으로 뛰어난 새로운 미디어
의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미디어가 완전히 대체되어 사
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간의 
공진화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일부 학자들[37]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시각 중심의 강력한 자극의 콘텐츠가 

넘쳐나는 현 상황 속에서도 저자극의 콘텐츠 또한 사라
지지 않고 ASMR 콘텐츠라는 진화된 형태로 발현되어 
강 자극의 콘텐츠가 채워줄 수 없는 이용자들의 또 다
른 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확보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 있어 신경증은 ASMR 콘텐츠의 지속
적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지만 일부 동기
들과 상호작용하며 조절효과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경증은 수면장애해소 동기와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 
다른 ASMR 콘텐츠 이용 동기들과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23][33]
에 따르면 개인 성향으로서 신경증은 주로 부정적인 정
서가 유발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증폭 혹은 완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
다. 이런 가운데 수면장애해소 동기는 다른 동기들과 
비교하여 개인의 불면증 상황과 같이 보다 부정적인 정
서들이 강하게 유발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되
는 동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가능한 해
석 중 하나이며 관련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왜 신경
증이 일부의 ASMR 콘텐츠 이용 동기와만 상호작용했
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수면장애해소 동기와 신경증과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경증의 수준이 높아질수
록 수면장애해소 동기가 ASMR 콘텐츠 지속적 이용 의
향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증폭되는 방향으로 조절 효과
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
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23][34]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 상황에서 신경증의 수
준이 높은 개인들이 낮은 개인들에 비해 자신의 정서 
상태나 문제의 원인 등을 스스로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
이 떨어지고 자신이 겪는 다양한 정서 경험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에 대처하는 능동적이
고 적절한 방법들을 시도하거나 혹은 취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음을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높
은 수준의 신경증 성향을 지닌 개인들은 불면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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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부정적인 정서들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능동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ASMR 콘텐츠 이용과 
같은 능동적인 조치 및 행위들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면
서 수면장애동기극복 동기가 행위로서의 ASMR 콘텐츠 
이용으로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은 ASMR 콘텐츠 지속적 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27-2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ASMR 콘텐츠 선택 및 이용에 있어 ASMR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태도 이외에 주변 사람들의 영
향력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바라 하겠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기술도 
필요해 보인다. ASMR 콘텐츠 이용에 미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성격 특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신경증을 중심으로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
점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방성 등 새로운 성격 
특성들을 포함시키면서 ASMR 콘텐츠 이용 행위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20부터 30대까지의 특정 연령층의 
ASMR 콘텐츠 이용자만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에 이들만으로 분석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성
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는 ASMR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든 연령층을 다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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