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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termine whether multimodal cues in an online shopping environment could 

enhance tactile consumer mental imagery, purchase intentions, and attitudes towards an apparel product. One 

limitation of online retail is that consumers are unable to physically touch the items. However, as tactile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 decisions especially for apparel produ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ultimodal cues on overcoming the lack of tactile stimuli. In experiment 1, to explore the product,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conditions; picture only, video without sound, video with corresponding 

sound, and video with discordant sound; after which tactile mental imagery vividness, ease of imagination,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were measured. It was found that the video with discordant sound had the lowest average 

scores of all dependent variables. A within-participants design was used in experiment 2, in which all participants 

explored the same product in the four conditions in a random order. They were told that they were visiting four 

different brands on a price comparison web site. After the same variables as in experiment 1, including the need 

for touch, were measured, the repeated measures ANCOVA results revealed that compared to the other conditions, 

the video with the corresponding sound significantly enhanced tactile mental imagery vividness,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s. However, the discordant condition had significantly low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The 

dual mediation analysis also revealed that the multimodal cue conditions significantly predicted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by sequentially mediating the imagery vividness and ease of imagination. In sum, vivid tactile 

mental imagery triggered using audio-visual stimuli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 decision making by 

making it easier to imagine a situation where consumers could touch and use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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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품과 물리  이 불가능한 온라인 환경에서 다  감각 단서가 소비자의 각  심상과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 1에서는 참가자들을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으로 나 어 

제품을 탐색하게 하 고 그 후 각  심상선명도,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제품에 한 태도-구매 의사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이 주어진 조건이 가장 낮은 평균 수를 보 다. 실험 2는 참가자 

내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제품을 실험 1과 같은 네 개의 조건에서 탐색하게 하 다. 탐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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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상선명도,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제품에 한 태도-구매 의사,  욕구 등을 측정하 다.  욕구를 

공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결과,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은 다른 조건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

하게 심상선명도, 제품에 한 태도, 제품 구매 의사가 높았다. 이  매개 분석 결과, 다  감각 단서 조건은 심상선명

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순차 으로 매개하여 제품에 한 태도-구매 의사를 유의미하게 측했다. 결론 으

로, 음향  상 단서로 유발된 선명한 각  심상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의 상상을 쉽게 만들어 태도-구

매 의사와 같은 의사 결정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주제어: 의류, 온라인 쇼핑, 다 감각, 각 욕구, 각  심상, 심상선명도

1. 서론

오늘날 개인 PC, 스마트폰과 같은 휴 용 자기기

들의 보편화와 모바일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자 상

거래 시장은 매해 기하 수 으로 그 크기를 키워 나

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시장 거래액은 65조원에서 161조원까지 

증가하 으며, 매년 평균 약 19%의 성장률을 유지하

다(KOSTAT, 2016; KOSTAT, 2019; KOSTAT, 2020). 

4년간 시장의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특히 2020년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온라인 시장은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으로도 큰 변화

를 맞이하 다(Bhatti et al., 2020).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161조로 년 비 19.1% 증가하

으며, 그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08조로 약 67%를 

차지한다. 성장률 측면에서 년과 큰 차이는 없다. 하

지만 사회  거리 두기로 인해 문화·  서비스와 여

행·교통 서비스의 거래액이 각각 69.3%와 53.3%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을 유지한 것은 나머지 상품

들의 온라인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했음을 나타낸다

(KOSTAT, 2020). 2020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실

제로 음식 서비스, 식료품, 생활 용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하 다

(KOSTAT, 2020). 한 반강제 으로 부분의 일상생

활이 비 면으로 환되면서 MZ (Millenial Generation 

& Generation Z)세 가 주를 이뤘던 온라인 쇼핑 시장

을 50·60 들도 경험하게 되었다. 그동안 오 라인 쇼

핑에 익숙하던 세 들의 온라인 쇼핑에 한 부정  

인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서 언택트(untact) 소비문화

는 하나의 소비 트 드로 자리 잡았다(Moon, 2020). 소

매업 반에 한 COVID-19의 향은 장기화될 망

이며, 많은 문가들은 COVID-19가 종식된다고 해도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사회  경제  변화들이 

이 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측하고 있다

(Donthu & Gustafsson, 2020). 따라서 온라인 시장의 성

장에 발맞춰 소비자 경험 증진을 한 연구들이 이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오 라인 매장에서 소비자들은 시각, 청각, 후각, 

각 등의 감각 양상을 이용해 제품을 탐색하고 정보를 

얻는다. Mattila & Wirtz(2001)의 연구를 비롯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시각뿐만 아니라 매장 내 후각  청

각  자극의 제공이 소비자의 쇼핑 환경에 한 평가, 

만족도, 구매 총 액에 정 인 향을 미쳤다. 각

 정보 한 소비자 의사 결정의 요한 요소이다. 여

러 감각 에서도 을 인지하는 각은 심리  소

유감의 요한 요소이며, 심리  소유감은 제품에 한 

높은 가치 평가로 이어지는 소유 효과를 유발한다

(Brasel & Gips, 2014). 즉, 소비자들은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주어지는 경우, 해당 제품을 소유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 호의 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사람과 제품 간의 물리  상호작용이 없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감각 정보가 시각과 청각에 국

한된다(Yoo et al., 2010). 한 높은 상호성(interactivity)

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과 개인화된 마 에 정 인 

향을 주는데, 재 온라인 쇼핑 환경은 즉각  소통

과 상호작용이 어려워 상호성의 한계가 있다(Yoo et 

al., 2010).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은 각  상호작

용이 불가능한 온라인 구매는 꺼리게 되고 단지 정보 

수집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Lee & Park, 

2014; Overmars & Poels, 2015; Google Consumer Barome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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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들의 경향성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온

라인 사용자들에게 선명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의 요

성을 강조했다(Coyle & Thorson, 2001). 웹 사이트의 

선명도와 상호성의 증가는 높은 원격 장감

(telepresence)과 상 계를 보인다. 선명도(vividness)

는 웹 사이트에 한 더 정 이고 인내심 있는 태도

와도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yle & Thorson, 

2001). 한 생생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직 인 경험

과 비슷한 효과를 다(Nowlis et al., 2004). 한 

Flavian과 동료들(2017)의 연구에 의하면 선명도를 가

진 자극은 상상용이성을 매개로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그래픽이나 신나는 음악이 들어간 매력 이고 자극

인 상은 제품에 한 더 좋은 태도에 향을 주었고, 

제품에 한 설명 내 이션을 포함한 사실 이고 객

인 상은 구매 의사와 소비자의 태도 간 일 성에 

더 큰 향을 미쳤다(Flavian et al., 2017).

특히, 의류와 같은 제품은 온라인 제품 제시 방법의 

역할이 더욱 요하다. 의류는 소비자의 의사 결정 과

정 안에 감각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이다(Kim & 

Lennon, 2008; Yoo & Kim, 2014). 하지만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옷을 직  입어 보거나 만져 볼 수 없어 

지각된 험이 높아진다(Choi & Lee, 2003). Saarijarvi

(2017)의 연구에 의하면, 의류 제품의 단순 변심 혹은 

불편함에 의한 반품은 부분 제품 재질 지각과 연

이 있다. 특히 불편함에 의한 반품은 상치 못한 재질

이나 잘못된 제품 정보의 직 인 향을 받는다. 이

러한 이유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  3분의 2 이상이 

의류 구매 시 오 라인 상 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 밝

졌다(PwC, 2018). 실제로 2020년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  거리 두기 방역 정책의 향으로 가 ·

도서·식품류와 생활 용품의 온라인 거래액이 모두 약 

30~50% 증가했지만 의복의 쇼핑 거래액은 5.8%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 온라인 쇼핑 환경에 부

재된 감각 경험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법이 필요하

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 인 이미지의 제시 

방법에 을 맞추어 개선 방향을 찾고 있으나, 입찰 

가격이나 구매 의도와 같은 행동  효과로도 이어지는

지는 밝히지 못했다(Jai et al., 2014; MacInnis & Price, 

1987; Percy & Rossiter, 1983). 

본 연구는 온라인 의류 쇼핑 환경에 부재된 감각  

재질 지각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각  경험을 보

완하는 상품 제시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Song & 

Kim(2012)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만질 수 없는 제품에 

해서 심상을 사용하거나 생생한 정보 자극을 제공하

는 것이 소비자의 지각된 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 졌다. 기존의 시각  이미지와 더불어 

생생한 음향 자극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 제시 방법

이 소비자의 각  심상을 유발할 수 있을지 살펴보

고자 했다. 한 제품에 한 정  태도와 구매 의사

와 같은 행동  효과와 제품 제시 방법 사이의 계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다  감각  각  심상

온라인 쇼핑몰은 실제 만지는 행 를 수행할 수 없

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감각 정보에 한계가 있다. 

재의 모바일 기술로는 컴퓨터나 모바일 인터페이스

를 통해 후각, 각, 미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각 자극 신 다  

감각  각  심상(multimodal tactile mental imagery)

을 이용하는 것이 정보의 선명도(vividness)를 향상시

키는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 다. 

다  감각  심상(multimodal mental imagery; MMI)

은 한 감각 양상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다른 감각 양상

에서 지각  처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Nanay, 

2018). 우리는 2층에서 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청각  

자극)만 듣고도 군가 올라오는 장면(시각  자극)을 

상상할 수 있다. 시각  자극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

변 감각 단서들을 이용해 시각  심상을 떠올리는 것

이다. 선행 연구들은 다  감각  심상이 외가 아닌 

일상 지각의 표 임을 강조했으며(Bertelson & de 

Gelder, 2004; Driver & Spence, 2004), 자극의 하향식 

처리와 상향식 처리 모두에 향을 다고 보고하 다

(Nanay, 2018).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한 연구들은 시각  심상을 경험할 때, 

실제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피질 일부 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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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밝혔다(Calvert et al., 1997; 

Iurilli et al., 2012; Vetter et al., 2014). 한 Yoo et 

al.(2003)은 각  심상을 경험 시, 1차 체감각 피질과 

2차 체감각 피질 등의 뇌 역들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

하 다. 이 역들이 실제 각  자극 지각에 여하

는 신경학  기제들과 공유되는 부분임을 밝 내었다. 

즉, 다  감각  각  심상을 활용하면, 실제로 각

 자극이 없어도 다른 감각 양상에서 일치되는 생생

한 단서가 제공될 시 각  심상을 유발하여 각 처

리 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심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감각 

양상 자극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청각  자극을 

으로 다루었다. 최근 유튜 (YouTube)를 비롯

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랫폼에서 자율 감각 쾌락 

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ASMR)에 

한 사람들의 심이 높아지면서 심상의 청각  요소

가 주목 받기 시작했다.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은 외부의 

시각  청각 자극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심리  

안정감과 쾌감(tingles)과 같은 감각  경험이다(Poerio 

et al., 2018). 쾌락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들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속삭임, 손 움직임, 탭핑(tapping), 기

(scratching) 등이 있다. ASMR의 치료  효과에 해서

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실재감을 주는 사실 인 

시·청각 자극에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를 

들어, 표 인 ASMR 콘텐츠  하나인 ‘먹방’ 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먹방(Mukbang)’은 시청자와 소통하며 먹는 실시간 방

송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과 씹거

나 삼키는 실제 소리를 담고 있다(Choe, 2019). 이러한 

콘텐츠를 하며 사람들은 직  먹지 않아도 간  경

험을 할 수 있고 생생한 시·청각 자극으로 인해 실제로 

먹는 듯한 리 만족감을 느낀다. 한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의 경험이 몰입(flow) 경험과 몇 가지 특징

을 공유한다는 보고들도 있다(Swann et al., 2014; 

Barratt & Davis, 2015). Barratt & Davis(2015)의 연구

에 의하면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을 경험할 때 참가자의 

기분과 정서 상태도 더 좋았다.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되기 후와 비교했을 때도 유의

미한 차이를 보 다. 

실제 인 청각 자극은 각  심상에서도 핵심  요

소  하나이다. 부분의 물체는 물리  과 함께 

소리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태도에 

한 정보의 생생함의 효과를 다룬 부분의 선행 연구

는 시각 이고 언어 인 자극에 을 두어 진행되었

다(Kim & Han, 2017; Flavian et al., 2017). 혹은 청각

인 요소를 사용하 다 해도 음악이나 내 이션에 국한

되었으며, 자율 감각 쾌락 반응에서 쓰이는 청각 자극

과 같이 실제 제품 사용 경험의 소리를 담은 연구는 

미미했다(Fiore et al., 2005). 한 실제 온라인 제품 소

개나 고에도 ‘먹방’ 열풍에 힘입은 식품 분야에만 

ASMR 콘텐츠에 사용되는 사실  음향 자극이 사용되

고 있고, 다른 생활  의류 제품에 용된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의류 상품에 한 

재질 정보 제시의 방법으로써 다  감각  각  심

상을 사용하 다. 제품에 하는 상황을 담은 시각  

상과 그에 응하는 사실 인 음향 자극이 각  

심상을 유발하여 부재된 각 자극을 체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음향 자극의 유무가 아닌 

이로 인해 유발된 각  심상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실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음향과 상을 동

시에 제시한 조건도 추가하 다. 

2.2. 제품 구매 의사와 태도

마  련 연구에서 실험 환경은 실제 구매 환경

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측

하기 한 변인들이 필요하다. 그  가장 상 계가 

높은 변인들은 구매 의사(purchase intention), 제품 선

호도(product preference), 제품에 한 태도, 그리고 지

불 의사 가격(willingness to pay)이 있다. 구매 의사는 

주로 여러 비교군의 제품을 제시하고 그  어떤 제품

을 구매할지 선택하거나 주어진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의향이 있는지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구매 의

사는 재 소비자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변인이다(Li et al., 2002; Yazdanparast & Spears, 

2013). 제품 선호도는 소비자가 제품에 하여 얼마나 

우호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제품에 

한 태도는 호감도(favorability)를 포함한 여덟 가지 측

면에서 보다 범 한 소비자의 평가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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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ol et al., 2004). 여러 선행 연구들이 제품에 한 

태도를 랜드 혹은 제품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

정하는 종속 변인으로 사용하 다(Li et al., 2002; 

Flavian et al., 2017). 지불 의사 가격은 제공된 상품에 

해 소비자가 평가하는 최 의 액으로 측정된다

(Krishna & Morrin, 2008). 

본 연구에서는 제품 재질 정보 제공 방식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했다. 이를 해 제품 재질에 

한 다  감각 단서를 제외한 제품에 한 정보(가격, 

섬유 구성, 사이즈 등)는 모든 실험의 조건에서 동일하

게 제공되었다. 특히, 실험 2에서는 온라인 최 가 쇼

핑 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가격과 디자인의 상품을 네 

가지 실험 조건에서 탐색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 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의 지불 

의사 가격 신 구매 의사를 종속 변인으로 채택하

다. 한 단순히 제품 선호도보다는 제품에 한 태도

를 종속 변인으로 선정하여 다  감각 단서들이 제공

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에 한 소비자의 

반  평가를 반 하고자 하 다. 

2.3.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심상선명도(vividness of mental imagery)는 감각 정

보에 의해 유발된 심상이나 기억을 얼마나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Peck et al., 2013). 선명

하고 명확한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높이고 시·공간

으로 근 함을 느끼게 한다(Nisbett & Ross, 1980). 

이는 명확한 감각 정보가 제공된다면 직  이 

불가능한 온라인 환경에서도 실감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상용이성(ease of imagination)은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과 소비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정도

로 정의된다(Nowlis et al., 2004). 더 쉽게 제품 소비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때, 소비자들은 해당 정보를 의

사 결정 과정에 고려하여 제품을 평가한다. 제품에 

한 정  평가는 우호  구매 의사로 이어진다

(Flavian et al., 2017; Singh et al., 1999).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선명한 제품 정보의 제시가 제품 성능

과 소비 경험에 한 소비자의 상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Petrova & Cialdini, 2008; MacInnis & 

Price, 1987). 한 Schlosser(2003)는 심상선명도가 제

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사를 유의미하게 측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심상선명도를 극 화하기 한 자극

으로 상을 사용하 다. Callow et al.(2006)은 운동감

이 있는 시각  자극이 정 인 이미지 자극보다 선명

도가 높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단순히 의류를 보여주

는 정  이미지 정보보다는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보여

주는 상 자극이 심상선명도를 높여  것으로 측

된다. Jiang & Benbasat(2007)에 의하면, 내 이션이 없

는 비디오와 가상의 제품 체험이 정 인 사진과 내

이션을 포함한 비디오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동감

에 더 큰 향을 주었다. 그러나 여 히 문가들은 제

품에 한 감각  경험의 부족을 온라인 시장 성장의 

큰 해 요소로 지 하고 있다(Yoo & Kim, 2014; 

Internet Retailer, 2005).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

품과의 각   시에 발생하는 사실  음향을 담

은 상이 정  이미지 혹은 음향이 없는 상 자극보

다 각  심상의 선명도를 높여 지 알아보고자 한

다. 한 선명한 각  심상이 소비자가 의류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시나리오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 이에 따라 제품에 한 다  감각  자극(음

향과 상)이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높여 구매 의사  제품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하 다.

2.4.  욕구 

 욕구(need for touch)는 물리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각 정보의 회득  활용에 한 선호

로 정의된다(Peck & Childers, 2003). Peck & Childers

(2003)는  욕구 척도를 개발하여  욕구가 개인

 특성이라는 것을 밝혔다.  욕구가 높은 소비자

들은 물리  을 통해 제품을 평가하는 것이 구매 

의사 결정에 큰 비 을 차지하기도 한다. 반면에  

욕구가 낮은 소비자들은 물리  이 불가능한 소비 

상황에서도 다른 정보들을 통해 쉽게 의사 결정을 내

린다. 실제로 Klatzky et al.(1993)은  욕구와 각 

정보에 한 의존도  선호도가 정  상 계가 있

다고 보고하 다. Peck & Childers(2003)는 이러한 

 욕구의 개인차가 소비자의 기억과 주의의 차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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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욕구가 높은 소비자들은 기

억에 인출 가능한 각 정보가 많으며 소비 상황에서 

각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를 결정할 때도 각  정보에 더 의존

하게 된다. 반면,  욕구가 낮은 소비자들은 기억에

서 근 가능한 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 상

황에서 각 정보에 한 의존도가 낮게 나타난다. 소

비자의 내면  동기 한  욕구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Peck & Childers, 2003). 이 내면  동기는 수단  

동기(instrumental motive)와 자기 목  동기(autotelic 

motive)로 분류될 수 있다. 수단  동기는 을 통해 

얻은 정보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목 이고, 자

기 목  동기는 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 이 된다는 에서 다르다. 두 가지 동기는 

제품과 쇼핑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내면  동

기이기 때문에  욕구는 근본 인 개인 특성 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 간  욕구의 차이가 

다  감각 단서를 통해 각  심상이 유발되는 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유발된 각  심

상을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사를 단할 때 활용

하는 정도도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다  감각 단서의 

각  심상 유발 효과가  욕구의 개인차와 상

없이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욕구를 공변인으

로 사용하 다.

2.5.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제품 재질에 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의 제공이 소비자의 각  심상선명도를 높이는가?

연구 문제 2. 제품 재질에 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의 

제공이 소비자의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높이는가?

연구 문제 3. 제품 재질에 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의 제공이 소비자의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사

를 향상시키는가?

연구 문제 4.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이 다  감각 단서 조건과 구매 의사/제품에 한 태도

의 계를 매개하는가?

3. 실험 1

3.1. 방법

3.1.1. 실험 참가자  실험 설계

실험은 75명의 서울 소재 사립 학교 학생들을 상으

로 진행되었다. 이  기술 인 문제로 일부 데이터가 

락된 2명을 제외하고 73명의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되

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40세 다(SD = 1.64). 

남성은 총 2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2.00세(SD = 1.91)

다. 여성은 총 49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1.10세(SD = 

1.42) 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상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모국어가 한국어로 해석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 실험은 참가자 간으로 설계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각 (1)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N 

= 18), (2)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N = 20), (3)일치

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N = 20), (4)불일

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N = 15)  

하나에 임의로 할당되었다.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은 재 온라인 의류 시장 트 드와 동일하게 의류 

제품 재질에 한 정  이미지 사진만 제시하 다. 모델

의 제품 착용 사진  상은 성별에 의한 개인차를 

통제하기 해 배제되었다. 각 집단 간 평균 나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3, 69) = .77, p > .05.

3.1.2. 실험 자극  도구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은 가상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

해 하나의 흰색 긴 팔 티셔츠를 구경하는 시나리오에 

한 설명을 들었다. 본 실험에서는 디자인이나 색상에 

의한 개인 간 선호도 차이를 최 한 통제하기 해 무

늬가 없고 무채색인 흰색 긴 팔 티셔츠를 자극으로 이

용하 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제품의 면과 후면 사진이 제

공되었다(Fig. 1).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은 상 

신 옷의 재질이 드러난 사진이 제공되었다(Fig. 2). 

제품의 사진은 iPhone X의 기본 카메라를 이용해 촬

되었으며 Adobe Photoshop 2018을 이용하여 편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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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진은 모두 참가자들에게 500 × 500 픽셀 사이즈

로 제시되었다. 

제품으로 주어진 티셔츠와 하는 ASMR 상은 

CANON XA20으로 촬 했으며, 음향은 SHURE KSM 

44와 YAMAHA MG12XU를 통해 녹음되었다. 음향 없

이 상만 제시한 조건에서는 시각  상만 사용하

다. 상은 옷의 재질을 알아볼 수 있는 4k 고화질 상

이었다.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에

서는 면 70%와 폴리에스테르 30%로 이루어진 티셔츠

를 만지는 소리를 사용했다.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에서는 가죽 재킷의 가죽과 지퍼를 

만지는 소리가 포함되었다. 모든 상은 Adobe 

Premiere Pro를 이용해 20 로 제작하 다(Fig. 3).

설문 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은 모두 선행 연구들을 

인용  수정하여 구성되었다.

각  심상선명도.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자극이 

얼마나 선명한 각  심상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기 

해 Peck et al.(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사용하

다. 총 네 문항으로 ‘(1)나는 옷 로 내 손가락이 움

직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2)나는 옷의 감을 

느낄 수 있었다’, ‘(3)옷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느

껴졌다’, ‘(4)나는 옷을 직  만져 보는 것 같았다’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은 7  척도 리커트 스 일로 측

정(1 : 매우 그 지 않음; 7 : 매우 그러함)되었으며 

네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 다. 문항들의 

cronbach α값은 .87이었다.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주어진 자극이 제품을 사

용하는 장면의 상상을 용이하게 했는지 알아보기 해 

Nowlis et al.(2014)의 연구에서 쓰인 네 가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설문은 ‘(1)옷에 한 정보를 본 

후, 옷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다’, ‘(2)옷에 

한 정보를 본 후, 내가 옷을 입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3)옷에 한 정보를 본 후, 옷을 입고 즐기

는 나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4)옷에 한 

정보를 본 후, 옷을 착용하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

하기 쉬웠다’로 이루어졌다. 모든 문항은 7  척도 리

커트 스 일로 측정(1 : 매우 그 지 않음; 7 : 매우 

그러함)되었으며 네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 다. 

문항들의 cronbach α값은 .70이었다.

제품에 한 태도. 제품에 한 참가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해 Brinol et al.(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여덟 가지 항목을 인용하 다. ‘우호 (비우호 )’, ‘

Fig. 1. Examples of pictures depicting the front and 

the back of the apparel

Fig. 2. Example of material detail picture

Fig. 3. Example of material detail video. Participants see a 

hand touching the appa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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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정 )’, ‘좋은(나쁜)’, ‘흥미로운(지루한)’, ‘매력

인(매력 이지 않은)’, ‘즐거운(불쾌한)’, ‘유용한(유

용하지 않은)’, ‘가치 있는(가치 없는)’의 기 에 해

서 7  척도 리커트 스 일(1 : 매우 그 지 않음; 7

: 매우 그러함)로 응답하 으며 여덟 문항의 평균을 

제품에 한 태도 수로 사용하 다. 태도에 해서 

탐색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 다. 

원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한지를 검정하는 KMO는 

.891로 합한 것으로 드러났고, Bartlett’s test 역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한 것으로 드러났

다(p < .001). (Table 1. 참조) 일반 으로 KMO의 값은 

.7 이상이면 합한 것으로 보며 .9 이상이면 매우 

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 문항의 요인 재값은 .40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본다. 문항들의 cronbach α값

은 .94 다.

제품 구매 의사. 참가자들에게 제품에 한 구매 의

사에 한 세 가지 문항을 7  척도 리커트 스 일(1 : 

매우 그 지 않음; 7 : 매우 그러함)로 응답하게 했다

(Flavian et al., 2017; Coyle & Thorson, 2001). 세 문항

의 평균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들의 cronbach α값

은 .88이었다.

실험은 외부의 음향이 차단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

으며, 실험 비물은 PC, 헤드폰이었다. 컴퓨터는 IBM 

호환 PC가 사용되었다. 자극이 제시되는 화면은 23인

치 LED 모니터를 사용하 고 해상도는 1280 × 1024

다. 참가자들은 SAMSUNG SHS-100V/W 헤드폰을 사

용했다. 실험 자극과 설문 내용은 Qualtrics를 통해 제

시하 다. 

3.1.3. 실험 차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 다.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가 있는 독방에 들어가 착석한 

뒤, 헤드폰을 끼고 실험을 진행하 다. 시작 , 참가자

들에게 본 실험은 주어진 제품을 찰한 후 뒤에 나오

는 설문에 응답하는 실험이라고 소개하 다. 성별과 만 

나이에 한 정보를 응답하게 한 후 다음 버튼을 르

면, 제품 자극이 2분 간 주어졌다. 음향 없이 사진 자극

만 제시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2분 간 제품의 정면, 후

면, 재질 사진에 노출되었다. 나머지 조건에서는 2분 

간 제품의 정면, 후면 사진과 상 자극을 시청하 다. 

참가자들에게는 상을 필수 으로 한 번은 재생해야 

한다는 안내가 주어졌다. 2분 후에는 자동으로 창이 

환되어 설문지를 작성하 다. 설문 응답이 끝난 후, 사

후 설명서를 통해 실험 목 과 연구에 한 디 리핑

(debriefing)을 하고 실험을 종료하 다.

3.2. 결과

총 73명의 데이터를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분석하

다. 그 결과, 모든 종속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심상선명도, F(1, 71) = .31, 

p > .05;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F(1, 71) = .16, p > 

.05; 제품에 한 태도, F(1, 71) = 2.22, p > .05; 제품 

구매 의사, F(1, 71) = 2.64, p > .05). 

나이는 각  심상선명도, 제품에 한 태도, 제품 

구매 의사와는 유의미한 상 계가 없었지만 제품 사

용의 상상용이성과는 유의미한 부  상 계가 있었

다. r = -.27, p < .05. 

3.2.1. 기술 통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각  심상선명도.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른 

각  심상선명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 기술 통계 분

Factor Items Factor 1

Attitude

Item 3 .905

Item 1 .883

Item 7 .880

Item 5 .878

Item 2 .876

Item 8 .829

Item 6 .688

Item 4 .687

Eigenvalues 5.543

Total % of variance 69.290

KMO = .891, Bartlett’s test = 490.144, df = 28, p < .001.

Table 1. Results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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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각 단서 조건 

간 각  심상선명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69) = 5.55, p < .01. 구체 인 차이를 알아보기 

해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음

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M = 4.60, SD = 1.42)이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M = 

3.25, SD = 1.16)보다 유의미하게 각  심상선명도가 

높았다. 95% CI [-2.42, -.28], p = .01. 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M = 4.74, SD = 1.00)도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보다 유

의미하게 각  심상선명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95% CI [-2.56, -.42], p < .01. (Table 2, Fig. 4 참조)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

른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일

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F(3, 69) = 2.44, p = .07.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M = 4.71, SD = 

1.02)이 가장 수가 높고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이 

동시에 제시된 조건(M = 3.93, SD = .72)이 제일 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Fig. 4 참조).

제품에 한 태도.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른 제품

에 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기술 통계 분석

과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조건 간 제

품에 한 태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F(3, 69) = 3.55, p = .02. 구체 인 차이를 알아보

기 해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일치하

는 상과 음향이 동시에 제시된 조건(M = 3.55, SD 

= 1.10)이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M = 4.57, SD 

= .95) 보다 유의미하게 제품에 한 태도가 낮았다. 

95% CI [-1.92, -.13], p = .02. (Table 2, Fig. 4 참조)

제품 구매 의사.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라 제품 

Fig. 4. Average scores of ‘Vividness of Imagery’, ‘Ease of Imagination’, ‘Attitude’, ‘Purchase Intention’ 

between multimodal cue conditions in experiment 1

Vividness Ease of Imagination Attitude Purchase Intention

Picture only (N = 18) 4.21 (.96) 4.54 (.86) 4.26 (.98) 3.69 (1.21)

Video without sound (N = 20) 4.60 (1.42) 4.71 (1.02) 4.57 (.95) 4.20 (1.55)

Video with matching sound (N = 20) 4.74 (1.00) 4.36 (.84) 3.94 (.87) 3.33 (1.24)

Video with unmatching sound (N = 15) 3.25 (1.16) 3.93 (.72) 3.55 (1.10) 2.93 (1.21)

Table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between multimodal cue conditions in experi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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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의사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해 기술 통계 분

석과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건 간 제품 구매 

의사 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69) = 

2.94, p = .04. 자세한 분석을 해 Bonferroni 사후 검정

을 실시한 결과,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

시한 조건(M = 2.93, SD = 1.21)이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M = 4.20, SD = 1.55)보다 유의미하게 제

품에 한 구매 의사가 낮았다. 95% CI [-2.50, -.04], 

p = .04. (Table 2, Fig. 4 참조)

3.2.2. 이  매개 효과 분석(Dual mediation analysis)

다  감각 단서 조건이 각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이 으로 매개하여 제품에 한 

태도와 제품 구매 의사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매개 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 분석은 SPSS 

Statistics 25 PROCESS와 Hayes & Preacher(2014), 

Preacher & Hayes(2008)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을 거 집단

으로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과 

비교했을 때, 다  감각 단서 조건이 심상선명도와 상

상용이성을 매개로 구매 의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CI [-.49, -.04], p < .05. (Fig. 5 

참조) 한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과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을 각각 거 집단으로 불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과 비교했을 때도 

부정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95% CI [-.67, -.07], 

p < .05; 95% CI [-.67, -.11]; p < .05. 즉, 시각  상과 

불일치하는 음향 자극의 제공이 각  심상선명도를 

감소시켜 제품 사용의 상상을 방해하고 구매 의사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태도에 한 매개 효과는 유

의미하지 않았다. 

3.3. 논의

본 연구를 통해서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하

는 것이 각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사를 모두 유의미하게 

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심상선명도의 

경우, 일치하는 음향과 상 자극을 제시한 조건에서 

가장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반

면,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과 제품에 한 태도와 구

매 의사는 가설과 달리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

시한 조건이 나머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매개로 구매 의사에 유의미

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즉, 

소비자들은 ASMR 음향 자극이 주는 쾌락  반응에 

의해 제품에 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해당 음

향 자극이 각  심상선명도 증진에 미치는 향이 

더 요하다.

일치하는 음향과 상이 동시에 제시된 조건의 다  

감각 단서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 해서는 두 가

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ASMR과 같은 사실 인 음

향 자극 정보는 일반 인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주어지

지 않는 낯선 정보이다. 실제로 친숙함과 인터페이스의 

소비자 경험과의 일 성은 쇼핑 경험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Gefen(2000)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구

매에 있어 매자와 매 과정에 한 친숙함은 소비자

의 신뢰도와 구매 의사에 향을 미친다. Bhaskar과 동

료들(2011)도 그들의 연구를 통해 웹 사이트와 사용자

들의 인터페이스 경험 디자인에 있어 일 성이 요한 

요소이며 쇼핑 경험에서도 같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쓰인 음향 자극은 부분

의 참가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쇼핑 인터페이스의 형태

이다. 한 다른 제품 없이 하나의 제품에 해서만 평

가해야 했으며 기존 온라인 쇼핑에서 제공 되는 다른 

정보들(가격, 원단의 종류, 사이즈 등)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쇼핑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다. 과거의 경험과 달

Fig. 5. Dual mediation model between multimodal cue 

condition and purchase intention when comparing unmatching

sound condition with the picture only condition(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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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낯설고 일 성도 없었다는 에서 사용자들의 구매 

의사나 태도에 정  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에서의 옷의 소리가 마이크의 마찰음으로 인해 참

가자들의 상상보다 더 거칠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참

가자들의 상과 다른 소리로 인해 음향과 상을 일

치하는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의도했던 각  심

상선명도와 상상용이성의 효과가 유발되지 않았을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여 실험 2의 녹음 

차를 개선하고 비 실험을 통해 자극을 선정하 다.

4. 실험 2

실험 2에서는 실험 1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실제 쇼핑 환경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실제 쇼핑몰 웹사이트를 개발하 다. 

한 실험 자극 외에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들(사이

즈, 가격, 소재 구성 등)도 포함하여 제시하여 온라인 

쇼핑몰 인터페이스에 한 사용자의 친숙함을 높 다. 

제품 재질과 련된 실험 자극 외의 정보들은 네 조건 

모두에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참가자가 한 가지 의류 

제품에 반복 으로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 가 사

이트를 통해 네 가지 온라인 쇼핑몰의 동일한 제품을 

탐색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 다. 추가 으로, 실험 1

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참가자들의  욕구를 측정

하여 공변인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4.1. 방법

4.1.1. 실험 참가자  실험 설계

실험은 104명의 사립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술  문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8명을 제외하고 96명의 데이터만 분석하 다. 참

가자의 평균 연령은 21.69세 다(SD = 2.17). 남성은 

총 3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1.76세(SD = 1.92) 다. 

여성은 총 62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1.65세(SD = 2.31)

다. 참가자들은 모두 정상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

었다. 한 모국어가 한국어로 해석이나 의사소통에 어

려움이 없었다. 실험은 참가자 내 설계를 사용하 다. 

참가자들은 각각 (1)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 (2)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 (3)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 (4)불일치하는 음향과 상

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에 모두 한 번씩 노출되었다. 

 

4.1.2. 실험 자극  도구

실험 1에서 실험의 음향 자극이 상했던 것과 달랐

다는 피드백을 고려하여 상 녹음 차에서 마찰음을 

최소화 하고, 실험 2에 사용될 상품과 음향 자극을 선

정하기 한 비 실험을 실시하 다. 참가자는 총 20

명이었다. 그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명이었으며, 참

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7.6세 다. 참가자들은 

Qualtrics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 다. 

흰 티셔츠, 청바지, 흰 드 스 셔츠, 담요 총 네 제품

의 사진과 각 제품과 하는 음향 자극 30 를 참가

자들에게 제시하 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성별과 나이

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

하 다. 한 무늬나 문구 등의 디자인 요소가 배제된 

것으로 선택하여 취향에 의한 개인차를 최소화하 다. 

제품 간 순서는 임의로 제시되었다. 각 제품과 하

는 음향 자극을 들은 후, 제품과 음향 자극이 일치하는 

정도를 7  척도 스 일로 평가하게 하 다(1 =매우 

불일치, 7 =매우 일치). 기술 통계분석 결과, 흰 드

스 셔츠의 제품-음향 일치도(M = 5.70, SD = .98)가 가

장 높아 실험 자극으로 선정했다.

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최 가 비교 쇼

핑 사이트를 통해 흰 드 스 셔츠를 구매하는 시나리

오에 한 설명을 제공하 다. 실험 1에서 지 된 일반

 온라인 쇼핑 환경과의 괴리감을 이고자 실제 온

라인 쇼핑몰 개발에 쓰이는 imweb(http://imweb.me/)를 

통해 최 가 비교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제품 소개 

페이지를 구 하 다(Fig. 6, Fig. 7 참조). 최 가 사이

트와 쇼핑몰 웹 사이트의 형태는 ‘네이버 쇼핑’과 ‘11

번가’ 사이트의 외형을 참고하 다. 

최 가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각 랜드 쇼핑몰에 

속하게 되면, 실험 1과 같이 제품의 면과 후면 사진

이 기본 으로 제공되었다. 제품의 면, 후면 사진은 

iPhone 11 Pro의 기본 카메라를 이용해 촬 되었으며 

Adobe Photoshop 2020을 이용하여 편집되었다. 사진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500 × 500 픽셀 사이즈로 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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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의 상세 정보란에는 기본 텍스트 정보도 공통

으로 포함하 다. 가격, 소재 구성, 세탁 정보, 사이

즈, 배송 여부가 표시되었으며 네 조건 모두 동일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실제 쇼핑 환경과 유사한 구성을 제

공하고자 하 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제품으로 주어진 흰 드 스 셔

츠를 만지는 비디오는 CANON XA20으로 촬 했으며,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해 SHURE KSM 44와 

YAMAHA MG12XU를 통해 녹음되었다.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에서는 시각  상만 사용하 다. 

상은 옷의 소재를 알아볼 수 있는 4k 고화질 상이었

다.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에서는 

비 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소재의 드 스 셔

츠를 만지는 음향 자극이 포함되었다. 불일치하는 음향

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에서는 비즈와 스팽  

장식을 만지는 소리를 사용하 다. 모든 상은 Adobe 

Premiere Pro를 이용해 60 로 제작하 다.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제품 재질

에 한 정  이미지만 제공하 다. 해당 이미지는 나

머지 실험 조건에서 사용된 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동일한 해상도  크기로 제작하 다. 

각  심상선명도,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제품

에  태도, 제품 구매 의사는 실험 1과 동일한 문항

들을 사용하 다.  욕구(Need for Touch)는 Ryu & 

Han(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Peck & Childers(2003)

의  욕구 스 일 번역본을 사용하 다.  욕구 

설문은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  척도 리

커트 스 일로 응답하게 했다(1 : 매우 그 지 않

음; 7 : 매우 그러함). 분석에는 12문항의 평균을 

사용하 다.

4.1.3. 실험 차

본 실험은 Qualtrics를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배포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에 앞서 참가 동의서를 작

성하 다. 시작 , 참가자들에게 PC와 이어폰(헤드셋)

을 사용해야 함을 고지하 으며, 최 가 비교 사이트를 

통해 흰 드 스 셔츠를 구매하는 시나리오에 해 설

명하 다. 한 같은 외형의 드 스 셔츠를 네 가지 온

라인 쇼핑몰을 통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 다. 

참가자들에게 필수 으로 모든 사이트를 순차 으로 

방문해야 하며, 각 사이트 방문 시 나오는 자극들( 상 

포함)을 모두 재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안내 후, 오디

오 사운드를 체크한 뒤, 참가자들은 사이트를 목록의 

에서부터 차례 로 탐색했다. 클릭 시 연결되는 쇼핑

몰 사이트의 제시 순서는 무선화 하 다. 참가자들은 

각 사이트를 방문 할 때 마다 설문을 작성하 다. 네 

가지 사이트를 모두 둘러본 후에는 참가자들의 성별, 

Fig. 7. Example of the online shopping site that sells 

white shirts

Fig. 6. Example of the price comparison webpage. The page

shows links to four different online shopping sites that sell 

the same white 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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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한 음향 장비를 묻는 질문과  욕구 

설문에 응답하게 하 다. 모든 응답이 종료된 후, 사후 

설명서를 통해 실험 목 과 연구에 한 디 리핑

(debriefing)을 하고 설문을 종료하 다. 

4.2. 결과

  

총 96명의 데이터를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분석하

다. 그 결과, 모든 종속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이 한 모든 매개 변인, 종속 변인

과 유의미한 상 계가 없었다.

4.2.1. 기술 통계  반복측정 공분산분석(ANCOVA with 

repeated measures)

각  심상선명도.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른 

각  심상선명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  욕구를 

공변인으로 반복 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

형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 다. (5) = 24.57, p < .01. 

Greenhouse-Geisser의 ε을 통해 자유도를 조정하여 분

석한 결과, 감각 단서 조건 간 각  심상선명도의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58, 242.21) = 2.83, p = 

.05. 다  감각 단서 조건과  욕구 간의 상호작용

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2.58, 242.21) = .60, p = .59. 

구체 인 차이를 알아보기 해 Bonferroni 사후 검정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

에 제시한 조건(M = 4.71, SD = 1.10)이 음향 없이 사

진만 제시한 조건(M = 3.60, SD = 1.37),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M = 4.07, SD = 1.16),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M = 3.80, SD = 

1.44)보다 유의미하게 심상선명도가 높았다. 95% CI 

[.71, 1.51], p < .001; 95% CI [.34, .95], p < .001; 95% 

CI [.45, 1.38], p < .001.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

도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보다 높은 심상선명

도를 보 다. 95% CI [.13, .81], p < .01. (Table 3, Fig. 

8 참조)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

른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 차이를 알아보기 해 

 욕구를 공변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Mauchly 검증 결과,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

지 않았다. (5) = 19.47, p < .01. Greenhouse-Geisser의 

ε을 통해 자유도를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조건 간 제

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F(2.66, 249.99) = 2.38, p = .08. 다  감각 단서 

조건과  욕구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2.66, 249.99) = .37, p = .76.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M = 4.47, 

SD = .96),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M = 4.03, 

SD = 1.03),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M = 3.76, 

SD = 1.11), 그리고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M = 3.54, SD = 1.36) 순으로 상상용이성

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Fig. 8 참조).

제품에 한 태도.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른 제품

에 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욕구를 공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Mauchly 검증 결과,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5) = 16.43, p < .01. Greenhouse-Geisser의 ε을 통해 

자유도를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조건 간 제품에 한 

태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69, 252.43) = 

3.15, p = .03. 다  감각 단서 조건과  욕구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2.69, 252.43) = .57, 

p = .62. 구체 인 차이를 알아보기 해 Bonferroni 사

후 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일치하는 음향과 상

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M = 4.20, SD = .89)이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M = 3.69, SD = 1.04),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M = 3.92, SD = .94), 불일치

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M = 3.37, SD 

= 1.23)보다 유의미하게 제품에 한 태도 수가 높았

다. 95% CI [.26, .76], p < .001; 95% CI [.06, .49], 

p < .01; 95% CI [.53, 1.13], p < .001.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도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과 불일

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보다 높은 제품에 

한 태도 수를 보 다. 95% CI [.01, .47], p = .04; 

95% CI [.28, .82], p < .001.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은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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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태도 수가 낮았다. 95% CI [-.60, -.03], 

p = .03. (Table 3, Fig. 8 참조)

제품 구매 의사. 다  감각 단서 조건에 따라 제품 

구매 의사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해  욕구를 

공변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Mauchly 검증 결과, 구형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

다. (5) = 27.39, p < .001. Greenhouse-Geisser의 ε을 

통해 자유도를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조건 간 제품 

구매 의사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55, 

239.22) = 4.22, p = .01.  욕구와 다  감각 단서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2.55, 

239.22) = .92, p = .42. Bonferroni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M 

= 3.74, SD = 1.16)이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

(M = 3.23, SD = 1.28),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

(M = 3.47, SD = 1.18),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

시에 제시한 조건(M = 2.66, SD = 1.48)보다 유의미하

게 구매 의사가 높았다. 95% CI [.19, .84], p < .001; 

95% CI [.02, .53], p = .03; 95% CI [.70, 1.47], p < 

.001.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은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과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구매 의사 수가 낮았다. 95% 

CI [-.92, -.22], p < .001; 95% CI [-1.18, -.45], p < 

.001. (Table 3, Fig. 8 참조) 

4.2.2. 이  매개 효과 분석(Dual mediation analysis)

다  감각 단서 조건이 각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이 으로 매개하여 제품에 한 

태도와 제품 구매 의사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매개 분석을 실시하 다. 매개 분석은 SPSS 

Statistics 25 PROCESS와 Hayes & Preacher(2014), 

Fig. 8. Average scores of ‘Vividness of Imagery’, ‘Ease of Imagination’, ‘Attitude’, ‘Purchase Intention’ 

between multimodal cue conditions in experiment 2

Vividness Ease of Imagination Attitude Purchase Intention

Picture only 3.60 (1.37) 3.76 (1.11) 3.69 (1.04) 3.23 (1.28)

Video without sound 4.07 (1.16) 4.03 (1.03) 3.92 (.94) 3.47 (1.18)

Video with matching sound 4.71 (1.10) 4.47 (.96) 4.20 (.89) 3.74 (1.16)

Video with unmatching sound 3.80 (1.44) 3.54 (1.36) 3.37 (1.23) 2.66 (1.48)

Table 3.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between multimodal cue conditions in experimen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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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cher & Hayes(2008)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을 거 집단

으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을 

비교했을 때, 다  감각 단서 조건이 심상선명도와 상

상용이성을 매개로 제품에 한 태도에 유의미하게 

정  향을 주었다. 95% CI [.22, .52], p < .05. (Fig. 

9 참조) 한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을 거로 

하여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을 비교했을 때도 

같은 매개 효과 양상이 나타났다. 95% CI [.03, .28], 

p < .05.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을 거 집단으

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과 비교했을 

때, 다  감각 단서 조건이 심상선명도와 상상용이성을 

매개로 태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CI [.10, .33], p < .05. 

구매 의사 한 유사한 매개 양상이 나타났다.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을 거 집단으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을 비교했을 때, 다  감각 

단서 조건이 심상선명도와 상상용이성을 매개로 구매 

의사를 유의미하게 정 으로 측했다. 95% CI [.24, 

.55], p < .05. (Fig. 10 참조)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을 거로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을 비교

했을 때도 정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95% CI [.04, 

.30], p < .05.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을 거 

집단으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을 비교

했을 때, 다  감각 단서 조건이 심상선명도와 상상용

이성을 매개로 구매 의사에 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95% CI [.10,  .35], p < .05.

4.3. 논의

실험 2를 통해 다  감각 단서 조건이 각  심상선

명도와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에 유의미한 차

이를 유발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치하는 음향과 

상이 동시에 제시된 조건에서 심상선명도,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가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으므로 가

설을 충족시킨다.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도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에서 가장 높았지만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이  매개 효과 분석 결과, 다  감각 단서 조건은 

각  심상선명도와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순차

으로 매개하여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사에 

향을 주었다. 즉,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

은 나머지 조건보다 각  심상을 선명하게 하여 제

품을 사용하는 상상을 쉽게 만든다. 그리고 상상을 통

한 정보는 제품에 한 소비자의 평가와 구매 의사를 

높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각  상과 그와 일치하는 음향 

자극의 제공이 소비자의 각  심상과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두 차례의 실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품 재질에 한 일치하는 음향

과 상은 소비자의 각  심상선명도와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를 유의미하게 높 다. 실험 2 결과, 

Fig. 9. Dual mediation between multimodal cue condition and

attitude when comparing matching sound condition with 

picture only condition(reference)

Fig. 10. Dual mediation between multimodal cue condition 

and purchase intention when comparing matching sound 

condition with picture only condition(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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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이 나머지 세 조

건보다 유의미하게 심상선명도,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즉, 재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하게 제품 재질에 하여 음향 없이 사진이나 

상만 제공하는 것보다 ASMR과 같은 사실  음향 자극

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경험을 증진

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도 음향 없이 사진만 제시한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심상선명도와 제품에 한 태도를 보 다. 이는 

운동감이 있는 이미지가 정  이미지보다 심상선명도

를 높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Callow et 

al., 2006). 이 연구는 기존의 시각  자극만을 사용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실  음향 자극을 용하여 온

라인 쇼핑 환경의 새로운 정보 양상을 제안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반면에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에서 일치하는 음향

과 상의 제공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제

품 소비 맥락의 부재 때문일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된 

상  사진은 모두 제품의 재질 지각에 을 두어 

제품의 일부와 손만 보이게 편집되었다. 그 외 실제로 

모델이 제품을 착용한 사진은 성별에 의한 편향을 통

제하기 해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옷을 만지거나 입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에서 상상용이성을 높

이지 못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한 제품을 

착용하는 상을 자극으로 사용한다면 유의미한 결과

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단순히 ASMR 음향 자극에 한 정서  반응

이 소비자의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은 실험 1과 실험 2 모두에

서 제품에 한 태도  구매 의사 수가 가장 낮았다. 

한 실험 1에서는 불일치하는 음향과 상의 제공이 

소비자의 각  심상선명도를 떨어뜨려 제품 사용의 

상상을 방해해 구매 의사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사실  음향 자극이 

주는 정서  쾌락 반응이 아닌 각  심상과 제품 사

용의 상상용이성을 통해 제품에 한 단을 내림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각  심상이 제품에 한 태

도와 구매 의사에 향을 미치는 기제를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 결과, 일치하는 음향과 시각  상으로 

유발된 선명한 각  심상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

는 상황의 상상을 쉽게 만들어 태도  구매 의사와 

같은 의사 결정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심상선명도가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

사를 유의미하게 측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이

어진다(Schlosser, 2003). 

한편, 실험 1과 실험 2의 결과 차이는 자극 제작 과정 

문제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 1에서 일치하

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의 심상선명도가 음향 

없이 사진이나 상을 제시한 조건들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못했다. 나머지 변인들은 음향 없이 상만 

제시한 조건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수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실험 2에서는 제품 사용의 상상용이성을 제외

한 모든 변인에서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

건의 정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실험 1에서

는 일치하는 음향과 상을 제시한 조건의 음향 자극

이 마이크 마찰음으로 인해 상했던 소리보다 거칠게 

느껴졌다는 참가자 피드백이 다수 보고되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해당 조건의 음향과 상이 일치하는 정도

를 낮게 평가했을 수 있다. 실험 2에서는 해당 피드백

을 고려하여 음향 자극 제작 시, 마찰음을 최소화 하여 

녹음하 다. 한 사  실험을 통해 최 한 일치도가 

높은 음향  상 자극을 선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의류 제품만을 다루었으며 온라인 쇼핑 

인터페이스에 국한 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차  선

호도를 통제하기 해 흰 티셔츠와 흰 드 스 셔츠와 

같은 기본 인 의류 제품들만을 사용하 다. 향후 연

구에서는 속옷, 아기 옷 등 재질 지각이 더 요한 의

류나 의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제품에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통계청(2020)의 보고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 은 약 67%로, 

모바일 쇼핑의 비 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바

일 쇼핑과 웹 사이트 쇼핑의 사용 목   양상이 다

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실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Almarashdeh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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