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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구매 전 제품에 대한 물리적 접촉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소비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

되면서 제품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소비자는 온라인

에서 제공되는 단서를 이용한 대안적 정보탐색을 하게 되었다. 구매 시

점에 소비자의 제품탐색에 관여하는 감각은 주로 시각과 촉각으로 보고

된다. 특히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제품의 촉각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 텍스트로 제공되는 촉각정보의 단서와 기존의 경험을 종합해 유추

해야 한다. 이러한 유추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만지는 상상인‘촉각

적 심상화’를 경험한다. 기존 연구들은 제품을 만지는 상상만으로 직접 

만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며, 촉각적 심상화

를 제품에 대한 물리적 접촉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소비자가 제약된 지각을 극복하고 합

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을 하는 방안으로써 촉각적 심상화에 주목하였으

며,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

준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촉각적 심상화와 지

각된 품질,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촉각적 심상화에 의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의 구조를 실증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재

료적 속성이 강한 제품인 ‘목도리’를 실험물로 설정했으며, 촉각정보

에 대한 단서 제시방식을 2(텍스트 단서: 유/무) × 2(이미지 단서: 사

진/영상)의 이원분산 교차설계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이미지 단서(사진/영상)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사진의 촉각적 심상화 수준이 영상의 촉각적 심상화 수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적 과업을 수행할 때는 풍부성이 

높은 정보제시형태가 유리하고 형식적인 과업을 수행할 때는 풍부성이 

낮은 정보제시형태가 유리하다는 선행연구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이

다. 정보탐색은 재화의 속성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형식적 과업으로 풍부성이 높은 영상의 경우 주요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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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텍스트 단서(유/무)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텍스트 단서

와 이미지 단서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제품의 촉각정보를 탐색할 때 텍스트 단서와 이미

지 단서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용한 

이미지 단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낮은 텍스트 

단서는 무시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촉각정보 지각’이라는 본 

연구의 과업을 고려할 때 지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호적 형식의 정보

제시형태보다 공간적 형식의 정보제시형태가 적합하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촉각적 심상화는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지각된 품질은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재료적 재화를 구매할 때 촉

각적 심상화가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재

화의 품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만들어 구매행동을 유발함을 보여준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과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정보제시형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정보탐색과정은 제품 속성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과업으로 이

미지 단서 중 풍부성이 높은 정보제시형태 보다 풍부성이 낮은 정보제시

형태가 더 유리하다. 또한,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공간적 정보제시형태(이미지)가 기호적 형식(텍스트)보다 유리하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감각적 속성이 중요한 재료적 재화인 목도리로 

한정지어 정보제시형식을 살펴보았다. 한편, 형태적 속성이 중요한 기하

학적 재화의 경우 적합한 정보제시형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정보제시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촉각적 심상

화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시각을 중심으로 감각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

는 상황에서 소비환경에서 기타 감각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촉각’외에도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감각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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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맥락에서의 기술 활용과 감각에 관한 연구를 소비자

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

다. 공급자 중심의 맹목적인 기술 진보보다는 상황에 따라 소비자가 편

리함을 느끼는 기술을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의사결

정과정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소비맥락에서의 기술 활

용과 감각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촉각적 심상화, 시각적 단서, 지각된품질, 구매의도 

학  번 : 2020-2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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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소비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팬데믹의 확산은 온라인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2021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인 

192조 8,946억 원을 기록했다(Google CMI, 2022). 온라인 쇼핑은 소

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등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고서는 소비자

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소비환경을 더 선호한다는 모순점을 지적한다(I

BM, 2019).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 중 81%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소비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A.T. Kearn

ey, 2019) 

구매 전 제품에 대한 물리적 접촉의 결여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주

요 요인(65%) 중 하나로 보고된다. 즉, 물리적 접촉의 결여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감각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매시점

에 소비자의 제품 경험에 관여하는 감각은 시각과 촉각이 지배적이며 소

비환경에서의 촉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촉각이 소비자 제품 경험에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온라인환경에서 소비자가 

촉각정보를 직접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촉각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과 촉각정보 단서를 종합해 유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Pe

ck et al(2013)은 물리적 접촉에 대한 대안으로 재화를 만지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물건을 직접 만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밝

혔다. 이처럼 만지는 상상을 하는 것을 ‘촉각적 심상화’라고 일컫는

데, 이러한 촉각적 심상화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제약된 지각

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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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촉각이 온라인 구매환경에서 갖는 역할에 비해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촉각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다른 감각과의 비교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Krishna et al., 2017). 구체적으로 정보제공과 관

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오감 중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

다. 실제 정보제공 형태에 관한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시각 관련 연구는 1,540개가 진행됐지만, 촉각 관련 연구는 46개로 30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Gallace and Spence, 200

9). 이는 시각과 관련된 정보제공방식에 비해 촉각을 비롯한 기타 감각

과 관련된 정보제공방식에 대한 고찰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추이는 촉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촉각 단독 연

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정보제공과 관련된 연구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기술

적 제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적

합한 기술보다는 선진화된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단발적인 새로운 경

험을 제공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기적 차원에서 소비

자의 이목을 끌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

비자의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친화적인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의 제안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흐름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온라인소비환경에서의 촉각적 심상화의 역할을 밝히

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보탐색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과업의 특

성과 그에 부합하는 정보 단서 제시형태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인 온라인소비환경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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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소비환경에서 상품의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준을 조사하고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구매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별 소비자의 촉각적 심상화 수준

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현재 국내 주요 온라인소비환경 촉각정보에 대

한 단서 제시형태의 특성을 조사한 후,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촉각정보단서를 제시해 촉각적 심상화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둘째,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재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

준과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밝힐 것이다. 셋째, 

지각된 품질이 촉각적 심상화 수준과 구매의도 간의 매개변수 역할을 하

는지 밝힐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소비환경의 정보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준의 차이와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 간의 관계

를 밝히는 실험을 통해 국내 온라인소비환경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발

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촉각적 심상화는 제품을 직접 접촉

하지 못하는 온라인소비환경의 제약 속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간접적으로 

탐색하는 대안이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 접촉의 결여에서 오는 

불확실성은 줄이고 주어진 조건 하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

한, 적합한 정보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유발은 온라인소

비를 통한 구매 행동을 증가시켜 판매자의 이익과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소

비환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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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소비자의 정보처리

본 절에서는 정보 제시형태에 따른 소비자 정보처리와 이후 소비자 

반응까지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SOR 이론, 인지적 정보처리 이

론, 이중부호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SOR(Stimulus-Organism-Response) 이론

SOR(Stimulus-Organism-Response) 이론은 자극이 유기체의 감

정·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어떠한 행동반응으로 나타

나는지를 설명하는 환경심리학 분야 이론이다. 물리적 환경에서 인간은 

반응을 보이기까지 3단계의 과정인 자극(Stimulus)-유기체(Organism)

-반응(Response)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외부 환경의 자

극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극이 인간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

며, 마지막으로 변화한 내적 상태는 특정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이때 

유기체의 내적 상태에는 감정, 생각, 인지적 행동, 심리적 행동 등을 포

함한다(이태희, 2017). 가령 소비자가 가게에서 풍기는 빵 냄새를 맡고 

배가 고파져 빵을 구매했을 때, 가게에서 풍기는 빵 냄새는 자극(S)에 

해당되며, 배가 고파진 것은 유기체의 내적 상태(O)에 해당되고, 빵을 

구매하는 것은 행동 반응(R)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림 2-1] Mehrabian & Russell의 SOR 모델



- 5 -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초기 연구는 자극-반응(Stimulus-Response)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자극이 즉각적으로 인간의 반응을 유발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능동성을 고려한 Mehrabian과 R

ussell(1974)의 SOR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SOR 모델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개입하는 인간을 고려한 인지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Shapiro와 Lang(1991)은 SOR 모델에 기반해 인간의 역할을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대상물 전체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상황과 조건

에 따라 정보처리 행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가 최적의 정보처리를 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자극을 지각하는 단계에서는 정보처리과정이 진행된다. 정보처리란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인지과정이며, 정보처리이론은 사람들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보처리를 하

는 이유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모호함(Equivocality)을 감소시키

기 위함이다. Galbraith(1977)은 불확실성을 필요한 정보의 양과 보유

하고 있는 정보의 양 차이라고 정의한다. 즉, 불확실성은 정보가 많을수

록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호함은 한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

하고 대립적인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Mintzberg 외(1976)

는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답을 찾는 것보다 해답을 만들어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은 기억이다. 외부로부터 

획득된 정보가 기억되기 위해서는 부호화(encoding), 저장(storage), 

인출(retrieval)이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즉, 정보를 인간의 기억이 수

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뒤 기억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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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인 부호화는 컴퓨터 작동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컴퓨터는 새로운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기보다 이

진법 기반의 시스템이 수용 가능한 형태인 숫자 0 또는 1을 이용해 저

장한다. 이때 정보를 0 또는 1로 바꾸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한다. 다만 

인간은 컴퓨터와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부호화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각

정보는 시각 부호화로 입력되며, 촉각정보는 촉각 부호화로 입력되는 것

이다. 최승희와 김수욱(1995)은 부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각

성, 정신집중, 동기, 심상법 등이 있다고 본다.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체계로 이루어져있다고 

본다(Atkison & Shiffrin, 1968).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감각기억(Senso

ry Meomory)으로 자극을 지각(perception)하고 패턴을 인식(pattern 

recognition)하며 의미부여(assignment of meaning)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단기기억(STM, Short Term Memory)에서는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며, 세 번째 단계인 장기기억(LTM, Long Term Memory)은 

영속적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위에서 언급된 부호화, 저장, 인출은 모두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처리단계이다. 

위의 모형에 따라 정보가 획득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감각기억을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가 입력된 뒤, 입력된 정보는 단기기억을 지나 장

기기억에 전달된다. 정보는 저장되기 위해 장기기억에 저장된 선행지식

과의 대조작업을 거치게 된다. 새로 입력된 정보와 일치하는 선행지식이 

있을 경우 정보가 쉽게 자동화(automatization)되어 처리된다(Unswort

[그림 2 -2] Atkinson & Shiffrin의 인지모형



- 7 -

h & Engle, 2007). 반면 선행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입력된 정보

와 유사한 선행지식을 이용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3. 이중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

 

사람의 정보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언어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Paivio(1986)가 이중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을 제시하면서 언어적 측면과 더불어 비언어적 측면을 주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중부호화 이론은 사람들이 정보처

리를 할 때, 두가지의 하위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이론으로 기존에 정보

처리가 단일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다는 단일부호화 이론의 한계를 극복

하였다고 평가된다(Sasdoki, 2005). 

이중부호화 이론 모델은 두 가지 하위 시스템인 언어적 정보처리 시

스템과 비언어적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적 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언어적 정보만을 부호화하며 언어표상(logogene)의 형태

로 언어체계에 부호화한다. 한편, 비언어적 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모

양, 소리, 행위 등 구체적인 이미지 정보를 부호화하며 심상부호(image

ne)의 형태로 언어체계에 부호화된다. 두 시스템은 독립성을 갖되 상호

연결되어있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다른 시스

템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비언어적 이미지를 기억하기 위해

서 언어적 정보가 수반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상호연결성은 두 

정보처리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

템을 작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언어적 정보가 비언어적 정보 

체계를 자극할 수 있고 비언어적 정보가 언어적 체계를 자극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처럼 독립성을 갖지만 상호연결되어있는 두 시스템의 관계

를 참조적 상호연결(refrential connection)이라고 명명한다. 

두 시스템은 작동방식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언어적 정보는 작은 단

위부터 계열적으로 부호화된다. 예컨대 음절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문장

으로, 문장에서 문단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한편 비언어적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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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경우 정보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적 구조를 갖는다. 이

러한 작동방식의 차이에 기인해 비언어적 정보가 더 쉽고 빠르게 부호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중 부호화 이론의 두 시스템은 대상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

는 심상화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언어적 자극은 구체적일 경우 심

상화가 잘 이루어지지만, 비언어적 정보가 유발하는 심상화에 비해서는 

간접적이다. 이러한 심상화 차이에 기인해 비언어적 정보가 언어적 정보

보다 기억하기 용이하다는 논의가 전개된다. 이를 그림우월성 효과(pict

ure superiority)라고 일컫는데 이 효과는 정보제시 형태와 함께 3절에

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이중부호화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존재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림 2-3] Pavio의 이중부호화 이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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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 소비환경에서의 촉각정보단서

 

본 절에서는 정보단서의 정의와 특징, 정보단서의 제시형태, 정보단서

의 인지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1. 정보단서의 정의와 특성 

(1) 정보단서(Informational cues)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

하여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제품의 결과품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보단서를 활용하게 된다(Zeithaml, 1988). 

소비자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관점에서 제품은 '정보단서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단서(informational cues)를 

제품 판단의 기초로 이용한다(장흥섭 외, 2006). 정보단서를 통해 소비

자는 제품에 대해 예측하며, 제품 구매에 대한 확신을 갖게되므로 정보

단서는 상품의 품질을 대변해주는 대리지표 역할을 수행한다(Olson, 19

72). 특히, 온라인 소비환경에서는 오프라인 소비환경에 비해 제품에 대

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기 때문에 정보단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단서

활용이론(cue utilization theory)은 단서들과 소비자의 제품 평가 사이

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Monroe(1990)은 정보단서를 예측가치(predictive value)와 확신가

치(condifence calue)에 따라 분류한다. 예측가치는 특정 단서를 통해 

제품 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확신가치는 소비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치로, 자신이 단서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단서 중 예측가치에 주목하

고 있다. 

정보단서는 외재적 단서(extrinsic cues)와 내재적 단서(intrinsic c

ues)로 구분될 수 있다. 외재적 단서는 상표, 점포, 원산지, 가격 등의 



- 10 -

제품의 외부적 요인들을 의미하는 반면 내재적 단서는 제품 자체의 속성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결과는 외재적 단서보다 내재적 

단서가 품질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Wheatley 외

(1981)의 연구는 외재적 단서 중 가격과 내재적 단서인 제품의 속성을 

비교해 내재적 단서가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Rich

ardson, Dick and Jian(1994)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속성과 소비자의 

제품평가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외재적 단서인 상표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단서를 

통제하고 내재적 단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정보단서와 정보풍부성이론(Information Richness Theory) 

정보풍부성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의

미한다(Poole et al., 1992). 정보처리모형에서 시작된 정보풍부성이론

은 의사소통 수단의 특성을 불확실성과 애매함의 감소 측면에서 설명했

다. 풍부성은 4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Draft 외(1987)에 의하면 4

가지 조건은 ① 다양한 단서, ② 즉각적 피드백, ③ 언어적 다양성, ④ 

개인화이다. 4가지 조건을 많이 보유한 매체일수록 풍부한 매체로 간주

된다. 

정보풍부성이론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과

업에 적합한 풍부성을 가진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했을 때 업무성과가 향

상됨을 밝힌 연구가 있으며(Dennis & Kinney, 1998; Purdy & Nye, 

2000), 정보풍부성과 의사소통 능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힌 연구도 있다(Rice, 1992). 특히, Suh(1999)는 풍부성이 더 큰 매

체의 경우 전달되는 정보의 이해가 쉽고, 정보에 동화되기 쉬우며 정보

처리가 쉬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비용이 낮다고 밝혔다. 

 Payne 외(1988)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한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소비자는 행동을 결정할 때 비용-편익을 절충하여 인지적 

제약 하에서 선택하게 되는데(Todd & Benbasat, 1992), 이때 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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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풍부성이 낮은 매체를 활용할 때 소비자

는 인지적 제약 탓에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풍부성

이 높은 매체를 활용할 때는 인지 비용이 낮아지므로 더 많은 대안을 평

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Draft 외(1987)에 의하면 개인적·감정적 

과업에서는 풍부한 매체가 유리하며, 비개인적·규칙적·형식적인 과업

에서는 풍부성이 낮은 매체가 유리하다고 본다. 이처럼 매체의 풍부성 

이론은 소비자의 매체선택과 매체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

다. 

한편, Draft 외(1987)는 정보풍부성위계(hierarchy of information 

richness)를 당시 상용화되던 매체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는데 풍부성이 

높은 매체 순으로 대면, 전화, 메시지, 수신자가 정해진 문서, 불특정다

수를 위한 문서 순이였다. 이러한 정보풍부성 기준은 다양한 분야에 적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정보풍부성위계를 최근 상용화되는 대표

적인 정보단서 제시형태에 적용시키면, 풍부성이 높은 정보단서형태 순

으로 VR/AR, 영상, 사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감정

적 과업에서는 풍부한 매체인 VR/AR, 3D, 영상 등의 정보단서 형태가 

유리하며, 비개인적·규칙적·형식적인 과업에서는 사진이나 텍스트 등

풍부성이 낮은 매체가 유리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상황에 적합한 

단서제시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정보단서의 제시형태  

(1) 텍스트 제시형태와 이미지 제시형태 

소비자에게 정보에 대한 시각적단서를 제시하는 형태는 크게 텍스트 

요소와 이미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제시형태는 글자 등이 해

당되며, 이미지 정보 제시형태에는 사진, 영상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

서도 정보단서의 제시형태를 이미지 제시형태와 텍스트 제시형태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 요소와 이미지 요소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중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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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론을 토대로 전개된다. 즉, 텍스트 정보 제시형태와 시각적 정보 제

시형태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정보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상호연결되어 있

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텍스트 정보 제시형태와 

이미지 정보 제시형태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정보처리에

서 텍스트 정보제시형태보다 이미지 정보제시형태가 우월성을 갖는다는 

결론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우월성효과(picture superiorit

y effect)이라고 일컫는다. Bagozi 외(2004)에 의하면 이미지 정보의 

언어부호화 과정은 텍스트 정보의 시각부호화 과정에 비해 더 쉽게 발생

한다. 따라서 이미지 정보가 기억으로부터 인출될 때 본래 경로인 비언

어시스템과, 언어시스템 경로 모두를 통해 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즉, 

이미지 정보는 언어시스템과 비언어시스템 두 곳에 모두 저장된 뒤 사용

되기 때문에 정보처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림우월성효과와 관련해 Hulse 외(1975)는 사람들이 언어학습 시 

언어적 정보보다 시각적 정보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

다. 또한, 언어적 정보의 시각부호화보다 시각적 정보의 언어부호화가 

쉽게 이루어지며, 그보다 언어적 정보의 언어부호화와 시각적 정보의 시

각 부호화가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며 Bagozzi 외(2004)의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언어적 정보보다는 시각적 정보가 의

미와 결합하는 데 있어서 더 직관적이며 더 빠르고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Luna & Peracchio, 2003). 이와 관련해 Shepard(1967)는 언

어정보에 의한 기억용량보다 시각정보에 대한 기억용량이 더 크며, 시각

정보가 언어정보보다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Mandler와 

Ritchey(1977)는 실험을 통해 언어적 정보인 문장의 의미보다 시각적 

정보인 그림의 의미를 더 잘 기억함을 밝혔다. 

한편, Standing(1973)은 앞선 연구결과처럼 사진이 기억에 유리하다

는 점을 확인했지만 기억에 남은 내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실험결과 사진으로 인한 기억은 사진 그대로의 내용보다 사진

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가령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

진을 본 경우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기억보다는 '멋있다'라는 개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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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상황에서 시각적 정

보형태가 유용하다는 이론에 문제를 제기한다. Vessey(1991)의 연구를 

비롯한 DeSanctis(1984), Tan과 Benbasat(1990)의 연구는 소비자의 

목적에 따라 유리한 정보제시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상

황에 적합한 정보제시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이미지 제시형태 중 사진과 영상 

기존의 정보제시형태에 대한 논의가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이었

다면, 소비환경에서 영상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미지 정보 제시형태인 사

진과 영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정보풍부성효과에 의하면 영상

은 사진에 비해 풍부성이 높은 정보제시형태이다. 따라서 Draft 외(198

7)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사진에 비해 영상이 개인적·감정적 과업

에 적합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사진과 영상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합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영상이 사진에 비해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주의를 환기해 소비자의 인지능력을 상승시킨

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지만(Jiang, Banbasat(2009); Mayer(20

03); Weathers et al.(2007); Xhang(2000), 영상의 더 큰 정보가 주

요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킴을 보

여주는 연구의 흐름도 존재한다. (Lim et al.(2005); Mayer(2002); T

versky et al.(2002)). 그뿐만 아니라 Thomas et al.(2003)은 영상이 

텍스트나 사진에 비해 구매의도, 긍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

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다른 정보제시형태에 비해 유의미

한 영향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미지와 영상의 효과가 주어진 과업에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존재한다. Tuten et al.(2000)은 소비자

가 온라인에서 특정 정보를 찾고자 하는 상황보다 재미와 휴식을 하는 

상황에서 영상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목적이 있을 때 영상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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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영상으로 인해 인지적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하나의 합의된 결론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 제시형

태와 상황의 적합성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촉각적 속성이 중요한 재화에 대한 정보탐색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가장해 적합한 정보 제시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정보단서의 인지적합성 

(1) 정보단서와 인지적합이론(cognitive-fit theory) 

인지적합이론(cognitive-fit theory)은 정보제시형태가 어떻게 소비

자의 의사결정 과업에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Vessey, 

1991). 인지적합이론에 따르면 해결해야하는 과업(Problem-Solving 

Task)과 정보제시형태를 의미하는 문제의 표상(Problem Representati

on)이 부합할 때 소비자의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정보

제시형태와 과업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주어진 정보제시형태를 과업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거나, 결정의 능력을 감

소시킨다(Vessey, 1991). 따라서 인지적합이론은 주어진 과업에 적합

한 정보제시형태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2-4] Vessey의 인지적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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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지적합이론에서는 문제상황을 상직적(symbolic)과업과 공간

적(spatial)과업으로 분류하였다. 상직적 과업은 정확한 데이터 값의 식

별이 중요한 업무이다. A기업의 2005년 2분기 순매출을 알아보는 과업

이 상징적 과업의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과업은 문제를 총체적

으로 평가하고 추세나 관계성이 중요한 업무이다. A기업의 순매출이 4

분기 동안 증가했는지를 알아보는 과업이 공간적 과업의 예가 될 수 있

다(Umanath et al., 1990). 과업을 정보제시형태와 연관시켰을 때 개별 

기호의 집합인 고객 이름, 주문수량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호형식인 

테이블 형식이 적합하며, 기호 집합의 관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

간형식인 그래프가 적합하다고 본다(Vessey & Galletta, 1991; Lightn

er, 2001)는 것이다.

인지적합이론은 위의 예시와 같이 단순한 과업에만 적용되었지만, 모

든 문제해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Lakin과 Simon(1987)

은 정보 획득과 평가를 위해서는 지각과 분석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이 중 지각 과정은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

는 프로세스(Bolles,1991)로 그래프와 같은 공간적 형식에 더 적합한 

반면, 분석과정은 현상을 인지적으로 정제하거나 이해해야하는 프로세스

로(Simon & Lea, 1947) 표와 같은 기호적 형식에 더 효과적이다(Ves

sey, 1991).

과업의 

종류
정의

적합한 

정보제시형태
예시

지각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프로세스
공간적 형식 그래프

분석
현상을 인지적으로 정제하거나 

이해해야 하는 프로세스
기호적 형식 표

[표 2-1] 과업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정보제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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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시형태에 따른 인지부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VR/AR, 그래픽, 동

영상 등을 통한 감각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정보제시형태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을 좋아하며, 높은 풍부성을 

가진 정보제시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단일 정보제시형태

에 비해 여러 정보제시형태가 동시에 제공되었을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

도 진행되어 왔다(Bosco, 1986; Feltcher, 1989; Swell & Moore, 19

80). 최근 소비환경에서도 이러한 최신의 기술과 더불어 여러 정보제시

형태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환경에서 정보제시형태가 정보탐색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제시형태의 어떠한 특성이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여러 정보제시형태가 동시에 제공되어도 이중양식(그림과 

나래이션)과 단일양식(그림과 텍스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Maye

r와 Moreno(1998)에 따르면 그림과 나래이션의 경우 정보처리과정에

서 거치게되는 감각기억이 시각과 청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감각기억인 시각에만 집중된 그림과 텍스트에 비해 정보처리가 더 원활

하다. 이러한 현상은 Mayer와 Moreno(1998)의 주의분리 효과(split-

attention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소비자의 인지적 용량은 제한되어 

있기에 한 순간에 매우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통해 학습해야하는 정보가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공되면 학습자의 시각적 활동기억에서 인지적 부하가 발생하게 된다. 

즉, 시각적 주의를 두 가지로 분리시키는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면 학습

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주의분리 효과를 낮추고자 Chand

ler와 Sweller(1991)는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 텍스트

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면 중복된 내용의 정보를 제거하여 학습효과를 높

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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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중양식, 단일양식과 상관없이 다중 정보제시형태가 소비자에

게 인지부하를 일으켜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Whaley

(1997)는 단순 과제에서 시청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시각정보만 제시

했을 때보다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각정보가 유용할 때 다른 

방식의 정보제시형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청각정보는 시

각정보를 지각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ska(1995)는 

그래픽 정보에 언어정보인 텍스트나 나래이션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그

래픽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짐을 밝혔다. 이처럼 정보제시

형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주어진 과업과 정보제시형식이 적합하게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

일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시형식의 정확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업이나 상황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그림 2-5] Mayer와 Moreno의 주의분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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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온라인 소비환경에서의 촉각적 심상화

본 절에서는 촉각의 정의와 특징, 정보단서의 정의와 특징, 정보단서

의 제시형태, 정보단서의 인지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1. 촉각의 정의와 특징

(1) 지각(Perception)

 

지각(perception)은 행위 주체가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인지, 감정 및 감각이라는 세 범주로 구별된다. 세 범주 중 인

지는 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로 객관적 진위 파악을 목표로 한다. 반

면 감정과 감각은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로 진위 파악과는 거리가 

있다. 이중 '감각은 눈, 코, 입 등의 신체를 이용해 외부 자극을 포착하

거나 수용하는 유기체적 반응으로 행위 주체가 신체를 이용해 대상과 교

감하는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지각의 범주 중 감각은 인지나 감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범주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개인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감각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감각에 대한 관심이 

지각의 유형 인지(Cognition) 감정(Emotion) 감각(Sensation) 

지각의 범역 사유의 세계 느낌의 세계 체험의 세계

내용 지식 정서 체감

토대 이성 감성 감촉

속성 주체적 신체적

준거 객체 중심 주체 중심

(김문조, 2011)

[표 2-2] 지각의 유형



- 19 -

증가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감각이 갖던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으며, 

실재 존재(real-being)이 아닌 의사 존재(pseudo-being)에 대한 감각

이 가능해졌다. Lingis(2005)는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 이후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감각의 세계”가 창출되었다고 보는데, 특히 상호

감각성(intersensoriality), 다양태성(multimodality), 다매체성(multim

ediality)을 대표적인 디지털 기능으로 언급한다. 

한편 전통적으로 감각과 관련된 연구 분야는 주로 신경생물학이나 심

리학에 국한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연구 역시 감각을 생물학적, 

정신현상학적 원리에 국한하는 경향성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감각에 대

한 종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감각을 주제로 한 실증적 연구들

이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경험적·실천적 차원에서의 감각 연구를 위

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사회과학적 접근 역시 강조되고 있다. 

 

(2) 감각(Sensation)

Sherrington(1906)은 수용기에 근거해 감각을 분류한다. 외부수용 

감각에는 오감을 비롯한 압각, 온각, 냉각, 통각이 해당된다. 자기수용감

각에는 운동감각, 평형감각이 해당되며 내부수용감각에는 내장감각이 해

당된다. 특히 외부수용 감각은 외부의 자극을 주체가 받아들임으로써 얻

는 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수용 감각에 해당하는 오감(five sense

s)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의미하며 눈(망막), 귀(달팽이

관), 코(비점막), 혀(미뢰), 피부라는 수용기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각 

수용기는 모든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합한 자극만을 받아들여 흥분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람들은 보고·듣고·느끼고·맡고·맛보는 오감을 동원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오감 중 어떤 감각이 우월한가를 

다루는 감각의 위계(sensation hierarchy)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인다. 특히 근대 사회에

서 시각이 우위적 입지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감각들을 시각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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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는 시각중심주의의 움직임도 있다. 실제 다수의 실증 연구에서

도 시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Schifferstei

n과 Desmet(2007)은 감각 중 시각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제품에 대

한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했으며, 모양(Rock, Victor, 

1964), 크기(Miller, 1972), 길이(Teghtsoonian, 1970), 깊이(Singer 

& Day, 1969), 위치(Hay et al., 1965) 등에 있어서도 시각은 촉각보

다 유용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시각이 우월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표면의 거

칠기를 판단할 때는 촉각이 시각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Lederma

n et al., 1986). 또한, Stratton(1897)은 감각의 우월성은 고정된 것이 

아닌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Condillac은 그의 저

서 <감각론>에서 시각에 대한 촉각의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시각의 

기능은 빛과 색감에 대한 지각에 국한되기 때문에 공간이나 위치, 크기

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촉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각이 감각 

중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각과 촉각이 함께 작동할 때 발

생한 결과를 시각만의 결과로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처럼 오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각도에서 시각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주류를 이루지만, 상황에 따라 기타 감각이 더 유용할 수도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개별 감각의 우월성을 논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각기

관들이 상호 연관되어 작용할 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촉각

일반적으로 피부를 통한 감각을 '촉각'이라고 총칭하기도 하지만, 촉

각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촉각(觸覺)과 촉감(觸感)을 구별해서 사용하기

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각 용어는 합의된 정의 없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

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각각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 한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촉각과 촉감은 '물건이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 압각(壓覺), 통각(痛覺) 따위'로 동일하게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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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적 맥락에서 두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되며 의미상 큰 차이를 찾

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촉각과 촉감을 구별하는 선행연

구를 종합해볼 때, 촉각은 피부에 닿는 자극 그대로를 의미하며, 촉감은 

피부에 닿는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 인지적 정보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백승화(2001)는 촉각을 생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 촉감을 촉각에 대한 정보처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지적 

정보로 구분하며, 손진훈과 이임갑(1998)은 촉각을 피부에 작용하는 역

학적 자극을 감지하는 일차적 기능, 촉감은 일차적 감각으로부터 야기되

는 복합감각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성 표현으로 구분한다. 

한편 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촉각 관련 용어인 햅틱(haptic)은 주체

자의 자율적 의지에 의한 움직임을 통해 피부에 닿는 자극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의미로 사용된다. Gibson(1969)은 촉각을 수동적 촉각(Passive 

Touch)과 능동적 촉각(Active Touch)으로 구분하였는데, 수동적 촉각

이란 움직임 없이 정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이지만 능동적 촉

각은 관절 또는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을 의미한다. 이

중 햅틱은 능동적 촉각에 해당하는 촉각의 형태라고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촉각, 촉감, 햅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촉각'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용어 정의 예시 

촉각

(觸覺)
피부에 닿는 일차적 자극

접촉감각, 압각, 

마찰감각, 충돌감각 

촉감

(觸感)

피부에 닿는 일차적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차적 감각·인지적 정보

부드러움, 딱딱함, 

시원감, 탄력감 

[표 2-2] 촉각과 촉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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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환경에서 촉각

촉각은 유아기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Atkinson & Braddick, 1

982)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퇴화하는(Krishna, 2012) 원초적이고 기본

적인 감각이다. 촉각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tin & Nuttall, 2017). 촉각에 

대한 연구는 감각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

구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환경에서의 촉각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Ackerman et al. ,2010; Krishna & Morrins, 20

08; Peck et al, 2012). 접촉을 통해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는 중요한 무의식적 소비행동 기제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소비환경에서 촉각의 역할은 크게 감각적 경험 제공과 정보탐색 수

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소비자는 제품을 만져보면서 피부

에 닿는 감각적인 자극을 즐기기도 하지만 제품을 탐색하기도 한다(Led

erman & Klatzky, 1987). 이러한 촉각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촉각정

보를 목적촉감정보(autotelic texture information)와 수단적촉감정보(i

nstrumental texture information)로 분류한 Peck과 Childers(2003)

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목적촉감정보는 쾌락적, 감각적 촉감 정보로 

감각적 경험제공과 관련 있으며, 수단적촉감정보는 실용성과 속성 등 가

치 판단을 위한 정보로 정보탐색과 관련 있다. 소비자 구매결정과정에서 

촉각의 두 역할은 모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enko와 Schifferstein(2010)에 의하면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탐색 시 주로 사용하는 감각은 시각과 촉각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첫인상은 시각에 의해 생성되지만 이후 촉각은 시각에 의해 생성된 

첫인상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2차 인상을 생성한다고 본다. 즉, 제품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데 촉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latzky 외(1985)는 제품을 인식하는데 촉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과 촉각이 제품 인식을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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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하지만 지각하는 범주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촉각은 제품

의 4가지 속성인 질감, 무게, 강도, 온도와 관련된 정보를 지각하는 반면 

시각은 공간적 속성과 기하학적 속성을 지각한다고 본다. 즉, 제품의 속

성 파악을 위해서는 촉각의 활용이 필수적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비환경에서 촉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촉각과 

소유효과, 촉각과 체현인지효과, 촉각과 개인적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

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촉각의 특성은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하는 기재로 작용한다. 촉각의 소유효과와 관련해 

Peck과 Shu(2009)는 대상과 접촉하면 통제감이 형성되어 심리적 소유

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유감으로 인해 재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구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촉

각의 체현인지효과와 관련해 Bruno 외(2007)의 연구는 사람들이 신체

적으로 따듯할 때는 시원한 느낌의 광고를 선호하며, 신체적으로 시원할 

때는 따듯한 느낌의 광고를 선호한다는 것을 밝으며, Hong과 Sun(201

2)의 연구는 온도가 낮게 지각될 경우 심리적 따듯함에 대한 욕구가 발

생해 로맨스 영화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같이 촉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재화에 

주목한다. 그러나 감각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차에 주목한 연구의 흐름도 

있다. Peck과 Childers(2003)는 소비자에 따라 접촉욕구(NFT, need f

or touch)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구매전 

재화를 반드시 만져봐야 하는 개인이 있지만, 그 필요성이 낮은 개인이 

있다는 것이다. 접촉욕구의 개인차는 손을 이용해 감각하는 능력, 자극

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선호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이중 능력과 민감

성에 따른 개인차는 실제로 크지 않음이 밝혀졌다(Peck & Childers, 2

003). 이에 따라 접촉욕구에 대한 개인차는 촉각정보에 대한 선호의 차

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접촉욕구는 목적측면(autotelic dimension)과 수단측면(instrument

al dimension)으로 분류될 수 있다. 목적측면에서의 접촉욕구는 정서적

인 요소와 관련 있으며 감각 자체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다. 그러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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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측면에서 접촉욕구는 제품탐색 등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

작되며 일종의 정신적 처리과정(mental processing)을 거친다. 본 연구

의 근본적 목적은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촉각정보에 의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을 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촉각의 수단적 측면에 주목하

고자 한다. 

 Peck과 Childer(2003)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접촉욕구가 높은 사

람의 경우 재화를 더 만지려는 경향을 보이며, 정보 수집에 있어 촉각 

활용에도 능숙하다고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각

정보를 중시하며 접촉욕구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성정연 & 진선규, 200

8), Klatzky 외(1993)는 접촉욕구가 강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접촉

이 불가능하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행연구를 종

합해보면 접촉욕구가 강한 소비자는 이미 많은 촉각정보를 기억에 구축

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된 촉각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또한, 제품 

평가 과정에서 촉각정보 활용을 선호하고 촉각정보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반면 접촉욕구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촉각정보에 대한 

선호나 의존이 낮다고 본다. 

 한편, 촉각에 대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도 있다. Webb, 

Peck(2015)는 타인과 접촉 과정상의 편안함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

적으로 CIT(Comfort with Interpersonal Touch)는 내가 타인을 접촉

하는 '개시 촉각(Initiating touch)'과 타인이 나를 접촉하는 '수용 촉각

(Receiving touch)'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접촉

이 불편할 경우 소비자는 붐비는 소비환경을 피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

다. 즉, CIT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행태는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촉각

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은 소비자가 소비환경을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촉각과 관련된 개

인적 특성 연구는 사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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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환경에서 촉각적 심상화

 온라인 소비환경은 오프라인 소비환경과 달리 재화의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환경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만지고 

시험하며 제품에 대한 구매위험을 줄이지만, 온라인 소비환경에서는 이

러한 기회가 결여되어 구매위험이 발생한다(Childers et al., 2001). 제

품탐색 과정에서 소비자의 제품 접촉이 제품 평가와 구매 결정에 수반하

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소비환경에 내재하는 제

품에 대한 접촉 기회 결여는 소비자 구매지연 및 구매 회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접촉에 대한 대안으로 시각단서를 통한 촉각

정보를 얻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 감각 간 연상작용

 외부 자극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할 때, 개별 감각은 독립적으로 지

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통합적으로 지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간의 연상(Association)작용이 가능해진다. 즉, 특정 감각이 직접

적으로 지각되지 않아도 다른 감각을 통해 유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컨대 후각적 자극인 냄새가 특정 맛을 연상하게 하고, 청각적 자극인 소

리가 특정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은 모두 감각 간의 연상작용에 해당

한다. 

감각 간 연상작용과 유사한 현상에는 감각 간 상호작용과 앞서 언급

된 체현인지효과가 있다. 이 현상들은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감각 간 연상작용은 단순히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떠올

리게 하는 현상이다. 한편 감각 간 상호작용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

을 조절하는 현상이다. 즉, 다른 감각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체현인지효과는 하나의 감각이 추상적 언어나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정 냄새를 맡게 했을 때 매운맛을 떠올리

는 것은 연상작용이며, 냄새가 식욕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호작용 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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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냄새를 통해 남성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을 체현인지효과라고 

할 수 있다. 

 Bone과 Ellen(1992)에 의하면 이미지 단서는 시각, 미각, 후각, 촉

각을 모두 연상시킬 수 있다. 특히 시각과 촉각 사이의 밀접한 연상작용

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다. 신경생물학 분야에서도 관련 연

구가 진행되었는데, Zhang 외(2004)는 인간이 시각정보를 얻고자 할 

때 촉각정보를 활용하지 않지만, 촉각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시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각정보를 탐색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뒤쪽 영역이 촉각정보를 탐색하는 동안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관련된 소비자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Pec

k과 Childers(2003)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촉각정보를 직접 얻지 못

하지만, 시각 단서와 텍스트 단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촉각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Katz(1925)는 유리의 매끄러움에 대해 생각할 

때 촉각은 일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한다고 주장하며였고, Helle

r(1992)는 시각적 이미지가 촉각 및 운동감각 요소를 포함한다고 을 밝

혔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촉각정보를 획득할 때 시각정보가 활용

됨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시각적 단서를 통해 촉각정보가 일정 정도 지각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각과 촉각 간의 연상작용은 촉각적 접촉

용어 정의 예시 

연상작용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떠오르게 하는 현상 

(특정 냄새를 맡게 함)→ 

매운맛을 떠올림

상호작용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조절하는 현상

(특정 냄새를 맡게 함)→ 

식욕을 증가시킴 

체현인지

효과

하나의 감각이 추상적인 

언어ᆞ개념을 형성하는 현상 

(특정 냄새를 맡게 함)→ 

남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음

[표 2-4] 감각 간 연상작용, 감각 간 상호작용, 체현인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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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촉각정보를 전달하는 대안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2) 심상화(Mental Imagery)

 시각에 의한 촉각의 연상작용 과정은 심상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우선 심상(Mental imagery)은 이전 경험을 통해 기억에 저장된 사

건·개념을 마음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두희, 권오

영, 1999). Kosslyn(1981) 심상적 사고를 구성하는 절차를 3가지 순

서로 제시하였는데, 심상 생성과정, 심상 검색과정, 심상 변형과정이다. 

심상 생성(generation of imagery)은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

으로 대상의 상(像)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사과에 대한 심상을 생성하

는 것은 동그란 모양, 빨간색, 단 냄새 등 사과의 형체를 마음속에 그리

는 것이다. 심상 검색(inspection of imagery) 과정은 형성된 심상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사과를 묘사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과거에 형성된 사

과의 심상을 검색해 그 모습을 그리게 된다. 마지막 과정인 심상 변형(t

ransformation of imagery)과정은 형성된 심상을 바꿀 때 일어나는데 

형태, 색, 위치 등의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사과를 상상하라고 할 때 빨간색으로 심상이 형성되어 있는 사과

에 대한 심상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심상을 구성하는 차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Ba

bin과 Burns(1998)은 심상이 3가지 차원인 생생함(vividness), 정교함

(1) 심상 생성과정(generation of imagery)

▼

(2) 심상 검색과정(inspection of imagery)

▼

(3) 심상 변형과정(transformation of imagery)

[표 2-5] 심상적 사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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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boration), 양(quantity)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생생함은 감각이 강

력하거나 명확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정의되며, 정교함은 생성된 심상들

이 검색과정에서 얼마나 잘 활성화되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과거의 심상 

생성과정을 통한 심상뿐만 아니라 상상이나 심상 변형과정을 통한 심상

까지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양(量)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의 수이다(McGill & Anand, 1989). 즉, 생성된 

심상이 더 명확한 인상을 주고, 심상 검색과정에서 잘 활성화되고, 대상

에 대해 떠오르는 심상의 개수가 많을 때 심상화가 더 잘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심상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상화는 사람들의 인지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dero(2012)에 의하면 심

상화는 광고와 관련해 회상, 주의집중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브랜

드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Schwarz(1990)는 심상

이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

기도 했다. 심상은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모든 감각 요소에

서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 특히 촉각과 관련된 심상에 주

목하고자 한다.

(3) 촉각적 심상화(Mental Imagery)

 시각과 촉각의 연상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촉각적 심상화(Haptic I

magery)는 일반 심상화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예컨대 '부드럽다'라는 

촉각정보에 대한 심상은 양모의 시각적 이미지로 생성될 수 있다. 이후 

스웨터 사진을 봤을 때 스웨터가 양모로 만들어졌다면 과거에 생성된 심

상을 검색해 불러와 '부드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기존 양모의 형태

가 네모난 천에서 스웨터로 달라졌기 때문에 일종의 심상 변형과정이 발

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촉각적 심상화란 촉각을 이용한 이전의 경

험을 통해 저장된 사건이나 개념을 마음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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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각적 심상화와 관련해 Peck 외(2013)는 물건을 만지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직접 만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4가지 조건인 눈 뜨고 만지기, 눈 감고 만

지는 상상하기, 눈 뜨고 만지는 상상하기, 만지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기를 제시해 소비자의 소유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눈 감고 상상하

기 조건이 실제 눈뜨고 만지는 조건에서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촉각과 시각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감각이

다. 이에 따라 촉각적 심상화 중 시각적 단서에 의해 발생하는 촉각적 

심상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 권현정(2002)은 직접 손으

로 재료를 만지지 않고도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재질감을 '시각적 촉감'이

라고 일컫는다. 제품탐색에 있어 시각적 촉감은 과거의 촉각적 경험에 

대하여 확신을 하게 하거나 제품에 대한 구매를 재고려하게 만드는 정보

로 활용된다. 

(4) 촉각적 심상화(Mental Imagery)와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 

Peck et al(2013)이후에 촉각적 심상화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

정인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촉각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한 온라인 상황을 가

정하는 연구가 다수이며, 대부분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다. 이때 시각단

서는 주로 텍스트 단서 또는 이미지 단서의 형태로 제시된다. 

박민정(2009)은 촉각적 심상화가 상품의 품질, 소비자의 태도, 소비

자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의 태도를 부정

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촉각적 심상화는 긍정적 

태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촉각적 심상

화와 인지된 제품 품질간에도 강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소비

자의 태도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Elder & Krishna(20

12)는 시각적 단서의 제시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과 

그 수준이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수프에 

놓인 숟가락 방향이 자주 쓰는 손의 방향과 일치했을 때 촉각적 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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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았으며, 구매의도 역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본인의 평소 행

동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시각적 단서가 촉각적 심상화를 더 잘 일으킨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촉각적 심상화가 소비자의 태도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촉

각적 심상화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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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한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의 차이를 밝

히고자 한다. [그림 3-1]와 같이 재화의 촉각정보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소비환경과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차이가 있다. 오프라인 소비

환경에서는 제품에 직접 접촉에 촉각정보를 지각하지만, 온라인 소비환

경에서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가 촉각적 심상화를 유발해 간접적으로 

촉각정보를 지각한다.

          

본 연구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중 시각적 단서를 중심으로 설계되

었다. 특히 시각적 단서를 제시형태에 따라 텍스트 단서(유/무)와 이미

지 단서(사진/영상)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촉각적심상화 수

준이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

인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

정하였다. 

[그림 3-1] 온·오프라인 소비환경에서의 촉각정보 지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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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은 어떠한가? 

1-1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텍스트 단서(유/무)에 따라 나

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이미지 단서(사진/영상)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3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는

가?

[연구문제 2]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 간의 관계는 어떠

한가? 

2-1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준은 지

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지각된 품질이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 간에 관계를 매개하는

가?

2. 연구모형

[그림 3-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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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설계

 

 본 연구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절에서는 실험 설계, 조사 도구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변수의 조작 검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소비자가 제공받은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방식을 2(텍스트 단서: 유/무) × 2(이미지 단서: 사진/영상)

의 이원분산 교차설계 실험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4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할당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 구성은 [표 

3-1]과 같다.

 

구체적으로 실험 구성에 사용되는 처치변수는 제품의 촉각정보에 대

한 단서 제시형태이다. 예컨대 '이불의 부드러움'은 제품의 촉각정보이

며, 이불을 직접 만지게 한다면 촉각정보에 대한 촉각적 단서를 제시하

는 것이다. 한편 '이불의 부드러움'을 설명하는 글이나 사진을 보여준다

면 촉각정보에 대한 시각적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촉각적 단서, 시각

적 단서 외에도 청각적 단서, 후각적 단서 등이 있지만 이중 온라인 소

시나리오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을 탐색하는 상황 

시나리오 제시

처

치

변

수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텍스트 

단서
유(촉각 묘사) 무(비촉각 묘사)

이미지

단서
사진 영상 사진 영상

종속변수 촉각적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

조작점검
시나리오 조작점검 문항

온라인 쇼핑 이용 관련 특성

[표 3-1] 실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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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환경에서 제공 가능한 단서는 시각적 단서와 청각적 단서이다. 본 연

구에서는 제품의 촉각정보에 대한 시각적 단서에 주목하였다. 시각적 단

서를 제시하는 형태는 크게 언어적 자극인 텍스트 단서와 비언어적 자극

인 이미지 단서로 분류된다. 텍스트 단서는 언어를 이용한 묘사로 '부드

럽다,' '푹신푹신하다' 등이 있다. 이미지 단서에는 사진과 영상이 해당되

며 이불의 사진, 이불의 움직임을 담은 영상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처치변수는 제품의 촉각정보에 대한 시각적 단서로 텍

스트 단서, 이미지 단서(사진/영상)이다. 

한편, 본 연구의 실험설계 방법인 교차설계(Crossed Design)는 두 

독립변수와 그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설계로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가 처치변수일 경우 두 처치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실제 

상용화되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현재 

상용화되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는 텍스트 단서와 이미지 단

서 중 단일 형태로 제시되기보다 두 형태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아무 자극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과 

[그림 3-3] 본 연구의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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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집단을 설정하기보다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인 텍스트 단서

와 이미지 단서가 혼합되어 제시될 때의 효과와 두 제시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이원분산 교차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4개의 조건 중 할당된 조건의 시나리오를 확인한 후 

소비자 반응과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

자는 시나리오 조작을 점검하는 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온라인 쇼

핑 이용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1. 자극 시나리오 제작 

 본 조사에 사용될 자극 시나리오는 품목 선정, 제품 선정, 텍스트 단

서 제작, 이미지 단서 제작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극 시나리오는 종속변

수에 영향을 주어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되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절차에 의해 검증하였다. 외생변수 통제를 통해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결과 차이의 오차변량을 극소화하여 신뢰도를 높

이고자 하였다. 자극 시나리오 제작 절차 요약표는 [표 3-2]와 같다. 

본격적인 자극 시나리오 제작 전 본 실험에서 고려할 사항을 탐색하

기 위해 일반 소비자 9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2022년 2월 2일~20

22년 2월 7일) 진행되었다. 예비조사에 근거해 추후 실험이 설계되었

다. 우선 실험 대상을 20~30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

령대에 따라 온라인 소비환경에 대한 이용행태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있는 세대 중 온라인 소비환

경에 친숙한 20대~30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품목 

및 제품 선정 시 보편성, 개인별 선호도, 구매 관여도, 남성과 여성의 구

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지 단서 제작에서는 모델에 따라 응답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델의 생김새, 피부색 등이 

제품을 탐색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미지 단서 제작 

시 외부 요인을 제외한 제품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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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방법 대상 주요 결과

(1)

품목 
선정

문헌
고찰 

재료적 품목 사용 선행연구

(기준: 한국 문화에서의 적합성, 
20~30대에서의 친숙성 고려) 

재료적 품목 5개 확보
: 스웨터, 목도리, 이불, 
수건, 카펫

FGD
일반 소비자 4명, 

소재·패션 전문가 4명

자극 시나리오에 사용
될 품목으로 '목도리' 
선정 

(2)

제품 
선정

내용
분석

국내 2030 남·여 온라인 
패션쇼핑몰 '목도리’

(기준: 20~30대 구매경험 5위 해당 
패션쇼핑몰의 인기판매순 1~10위 
목도리. 유사성, 보편성, 남녀공용 사
용 가능성 고려)

목도리 제품 5개 확보
: 목도리 1 ~ 목도리 5

설문
조사

20대, 30대 31명 대상

(기준: 지각된 품질/구매의도/선호도
의 개인차, 중앙값과의 근접성 고려) 

자극 시나리오에 사용
될 제품으로 '목도리 
3' 선정 

(3)

텍스트 
단서 
제작

내용
분석

국내 2030 남·여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목도리 제품 

300개의 상품설명

(기준: 빈도순)

목도리의 촉각정보에
대한 텍스트 단서 15
개 확보

설문
조사

20대, 30대 37명 대상

(기준: 텍스트 단서와 '목도리3'의 
적합성에 대한 개인차, 평균 고려) 

자극 시나리오에 사용
될 텍스트 단서 5개 
선정
: 부드럽다, 푹신하다, 
따듯하다, 보온성, 포근
하다

(4)

이미지 
단서 
제작

내용
분석

국내 2030 남·여 온라인 
패션쇼핑몰의 목도리 제품 

300개의 이미지 단서

(기준: 빈도순)

목도리의 촉각정보에
대한 이미지 단서 유
형 4개 확보
: 제품 풀 샷, 중간이 접
힌 클로즈업, 빅 클로즈
업, 목도리 회전·구기
기

[표 3-2] 자극 시나리오 제작 절차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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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 선정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의 촉각정보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구매과정에서 정보탐색 시 촉각정보가 유의미한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cCabe와 Nowlis(2001)의 재화 분류 

기준을 활용하였다. McCabe와 Nowlis(2001)는 소비자의 감각을 고려

해 상품 유형을 기하학적 재화(geometric product)과 재료적 재화(mat

erial product)로 분류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지각할때 다중

감각을 사용하지만, 제품에 따라 최적화된 감각이 존재한다(Freides, 1

974; Gibson, 1966). 모양, 크기 등의 형태적 특징을 의미하는 기하학

적 속성은 시각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촉각 등의 물질

적 특징을 의미하는 재료적 속성은 촉각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McCabe와 Nowlis(2001)의 재화 분류에 따라 재료적 

속성을 가진 품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최종 품목은 두 

단계 과정를 통해 선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재료적 품목

을 확보한 후 최종 연구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품목은 제거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인 한국문화와 연령인 20~30대에 따른 제품

의 친숙성과 제품 보편성을 고려하였다. 제거 후 5개의 품목(목도리, 스

상품분류 정의
최적화된 

감각
예시 

기하학적 재화

(geometric 

product)

크기, 모양 등의 형태적 속성

을 의미하는 기하학적 정보가 

중요한 재화

시각

음료수 캔, 

프린터기, 

비디오

재료적 재화

(material 

product)

촉감, 거칠기, 무게, 온도 등

의 물질적 속성을 의미하는 

재료적 정보가 중요한 재화

촉각
의류, 

인형, 수건

[표 3-3] McCabe와 Nowlis의 재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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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터, 수건, 이불, 카펫)이 확보되었다.

둘째,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2022

년 2월 12일 8명을 대상으로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참여자 중 4명은 

일반 소비자, 4명은 소재 및 패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나리오에 적합한 품목 선정을 위해 참

여자에게 선정된 5가지 품목과 5가지 선정 기준이 적힌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다. 제시된 5가지 선정 기준은 사전에 수행된 예비조사에 근거

하여 작성되었다. 품목 순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한 품목에 대한 논

의가 마무리되면 참여자별 최종 의견을 취합하였다. FGD 결과는 [표 3

-4]과 같다. 

각 품목이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 비율(%)
   기준

품목
(1) (2) (3) (4) (5) 평균

스웨터 100 25 100 25 100 기준 (2), (4)가 50% 
이하로 제거 대상

목도리 100 87.5 87.5 75 87.5 87.5

이불 100 100 62.5 87.5 62.5 82.5

수건 100 100 87.5 100 0 기준 (5)가 50% 
이하로 제거 대상

카펫 100 100 0 37.5 62.5 기준 (3), (4)기 50% 
이하로 제거 대상

<기준>

(1) 구매 시 촉각정보가 중요한 품목이다 

(2)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다 

(3) 모든 사람이 구매 경험이 있는 품목이다

(4) 개인별 선호도 차이가 적은 품목이다

(5) 구매 시 관여도가 낮지 않은 품목이다

Note.본실험을 위해 선정된 상품군

[표 3-4] FGD 최종 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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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품목 선정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FGD 결과표를 활

용해 50% 미만의 수치가 있는 품목(스웨터, 수건, 카펫)은 제거하였다. 

남은 품목(목도리, 이불) 중 참여자가 동의하는 비율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목도리(87.5)를 본 실험을 위한 최종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5개의 기준은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중요도가 동등하다고 판단해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2) 제품 선정

 앞서 선정된 품목인 목도리 중 실험에 사용될 최종 제품 선정을 위

해 본 절차가 진행되었다. 제품 선정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제품의 스타

일에 대한 개인 선호, 제품의 인지된 품질 등으로 인한 결과 차이의 오

차변량을 극소화하고자 하였다. 즉, 제품에 따른 응답자별 차이에서 오

는 연구결과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이다. 

 두 단계 과정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제품수집이다. 구매

경험 기준 5위 안에 해당되는 국내 2030 남·여 온라인 패션쇼핑몰 

(오픈서베이, 2021)인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LF몰에 

‘목도리’를 검색(2022년 2월 10일 19:30 기준)하였고, 인기 및 판매

순 1위~10위 제품 중 제품 5개를 확보하였다. 제품 확보를 위해 10위 

안의 다른 제품과의 유사성, 제품의 보편성, 제품의 남녀공용 사용 가능

성을 고려하였다. 

 확보된 5개의 제품의 외재적 단서를 통제하기 위해 설문에 사용하

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확보된 5개 제품의 사진을 Adobe Phot

oshop 2021을 이용해 통일하였다. 해상도(72dpi), 배경색, 크기를 통일

시켰으며, 제품에 부착된 브랜드 로고를 모두 삭제하여 브랜드가 소비자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하였다. 

 둘째, 확보된 5개 제품 사진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확보된 5개의 제품을 본 뒤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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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Park(2006)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될 종속

변수인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의 문항을 단일문항으로 단순화해 구성하

였으며, 추가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호도를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7점 리커트(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척

도로 측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2022년 2월 13일~2022년 2월 15일 

동안 20대, 30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남자 15명 여자 16명

으로 하였다.

 설문문항 3개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크론

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해당 계수가 0.6 

이상일 때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며, 엄격한 기준에서는 0.7 이상의 값

을 가지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본 조사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모

두 0.8 이상으로 각 항목이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종 제품 선정 시 설문조사 결과의 개인차와 평균값과의 근접성이 

고려되었다. 제품에 대한 지각은 소비자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자극에 대

한 주관적인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개인차를 완벽히 통

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보된 제품 중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개인차가 적은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개인차로 인한 종속변수의 영향 차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즉,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 선호도에서 개인

차가 가장 적은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개인차에 의한 결과 차이를 최소화

한 것이다. 

 한편 중앙값과의 근접성은 자극물 간에 차이를 분명하게 측정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제품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는 7점 리커트 척도가 이

용되었기 때문에 중앙값인 4점을 기준으로 각 제품의 평균과 중앙값인 

4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였다. 중앙값과의 근접성을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시각적 단서는 사진과 영상의 형태로 주어지며, 최종

적으로 사진과 영상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사진과 영상 

중 하나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다른 하나의 상대적 효과를 확인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기준으로 영상의 상대적 효과를 측정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사진을 중심으로 실험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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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되는 사진의 평균이 중앙값(4)에 가까울수록 영상의 상대적 효과

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가령 기준이 되는 사진의 평균이 극단인 7에 가

깝다면 영상의 상대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 제

품의 평균이 중앙값에(4) 가까울수록 최종 제품 선정에 유리하도록 선

정하였다. 

 위의 두 고려사항(개인차, 중앙값과의 근접성)은 설문결과의 평균, 

표준편차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두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

중치를 동일하게 0.5로 부여하였다. 평균값(m)과 표준편차(std)에 곱해

진 계수는 전체 제품(목도리 1 ~ 목도리 5)의 각 제품의 평균들의 평균

인 a(4.00548)와 각 제품의 표준편차들의 평균인 b(1.356284)의 비율

을 통해 산출되었다. 즉, a/(a+b)는 0.25로 평균값의 계수이고 b/(a+

b)는 0.75로 표준편차의 계수인 것이다. 가중치를 반영한 각 제품의 비

교값을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m은 평균값, std는 표준편차 의미) 

계산 결과 Q값이 가장 작은 '목도리 3'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목도리 

3'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1724, 1.12554였다. 5개 제품의 설문

결과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5]와 같다. 

제품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Q

적합 

순위

목도리 1 0.805 4.5172 1.28046 1.727545 5

목도리 2 0.817 3.4643 1.37089 1.162093 2

목도리 3 0.902 5.1724 1.12554 1.137255 1

목도리 4 0.915 3.5517 1.56671 1.287108 4

목도리 5 0.857 3.3218 1.43782 1.247915 3

Note.본실험을 위해 선정된 목도리

[표 3-5] 제품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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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단서 제작

 자극물에 사용될 텍스트 단서 제작을 위해 본 절차가 진행되었다. 

텍스트 제작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상용화되는 

정보전달방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단서는 두 가지 제시형태인 

촉각정보가 있는 제시형태와 촉각정보가 없는 제시형태로 제작되었다. 

촉각정보가 있는 제시형태는 촉각 묘사를 내용으로 하며, 촉각정보가 없

는 제시형태는 촉각 묘사를 제외한 내용으로 한다. 촉각 묘사란 제품의 

질감, 경도, 온도, 무게 등 촉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촉각정보가 없

는 제시형태에는 제품의 형태, 색감, 스타일 등 촉각 묘사를 제외한 텍

스트를 의미한다. 

 비촉각 묘사와 촉각 묘사를 포함한 텍스트 단서는 상이한 과정을 통

해 선정되었다. 우선 비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에는 제품의 스타일, 활용, 

형태 등을 묘사하는 텍스트가 해당한다. 비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는 인

지에 해당하는 객체 중심의 지식으로 진위 파악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감각과 비교했을 때 개인차가 적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이다. 이러한 비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의 속성을 고

려해 내용분석 절차만을 통해 최종 비촉각 텍스트 단서를 제작하였다. 

구매경험 기준 5위에 해당되는 국내 2030 남·여 온라인 패션쇼핑몰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LF몰에 ‘목도리’를 검색(2022년 

텍스트 단서 정의 예시 

비촉각 묘사
제품의 색상, 모양, 스타일 등 

촉각 관련 내용을 제외한 묘사

짧은, 심플함, 베

이지색, 사각의

촉각 묘사
제품의 질감, 경도, 온도, 무게 

등 촉각에 대한 묘사

부드러움, 단단함, 

무거움, 따듯함

[ 표 3-6] 비촉각 텍스트와 촉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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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21:30 기준)하였고, 목도리 제품 300개의 상품설명 중 비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게 나

온 비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 내용을 기준으로 본조사에서 사용될 최종 

비촉각 텍스트 단서를 제작하였다. 

 한편 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는 두 단계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

다. 소비환경에서 촉각의 역할은 크게 감각적 경험제공과 정보탐색 수단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촉각정보는 목적촉감정보(autotelic te

xture information)와 수단적촉감정보(instrumental texture informati

on)로 분류 된다(Peck & Childers 2003). 목적촉감정보는 쾌락적, 감

각적 촉감 정보로 감각적 경험제공과 관련 있으며, 수단적촉감정보는 실

용성과 속성 등 가치 판단을 위한 정보로 정보탐색과 관련 있다. 본 연

구의 주 관심사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이기 때문에 수단적

촉감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 제작을 위해 구매경험 기준 5위에 해당되는 

국내 2030 남·여 온라인 패션쇼핑몰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

디, LF몰에 ‘목도리’를 검색(2022년 3월 5일 21:30 기준)하였고, 목

도리 제품 300개의 상품설명 중 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를 내용분석하였

다. 빈도순으로 촉각 텍스트 내용 15개를 확보하였다. 

 둘째, 확보된 텍스트 단서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30대 37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7일~2022년 3월 8일 

텍스트형태 정의 예시 

목적촉감정보

(autotelic texture 

information)

쾌락적, 감각적 촉감 정보로 

감각적 경험제공과 관련 

행복하다, 

즐겁다

수단적촉감정보

(instrumental texture 

information)

실용성과 속성 등 가치 판단을 

위한 정보로 정보탐색과 관련

부드럽다, 

두껍다

[표 3-7] 목적촉감정보와 수단적촉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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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되었다. 설문참여자에게는 앞서 선정된 제품의 사진과 확보

된 촉각 묘사 텍스트 단서 15개와 5개의 역문항 텍스트 단서가 제시되

었다. 예컨대 '무게가 가볍다'라는 텍스트 단서와 '무게가 무겁다'라는 역

문항 텍스트 단서가 모두 제시되었다. 역문항은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

기 위해 측정되었다. 그러나 역문항과 본래 문항을 비교한 결과, 불성실

한 응답이 없어 37개의 응답을 모두 사용하였다. 설문참여자는 사진 속 

목도리를 각 촉각 텍스트가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평가하였다. 20개의 

촉각 텍스트는 각각 7점 리커트(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

었다. 

촉각 텍스트 평균 표준편차 Q 적합 순위
질감

매끄럽다
(↔ 거칠다) 4.64 1.496 -0.08472 8

부드럽다
(↔ 까슬거린다) 5.97 1.230 0.42600 3

폭신하다 4.83 1.231 0.16303 5
무게

가볍다
(↔ 무겁다) 4.22 1.623 -0.27911 12

경량성 4.44 1.423 -0.07451 7
온도

따듯하다 6.22 1.072 0.60516 1
보온성
(↔ 통기성) 6.03 1.224 0.4442 2

포근하다 5.92 1.360 0.3144 4
강도

내구성 4.39 1.536 -0.17302 11
높은 밀도 4.92 1.519 -0.03803 6
유연함
(↔ 높은 강도) 5.19 1.687 -0.10529 9

탄탄하다 4.64 1.570 -0.1417 10
기타 

신축성 3.30 1.561 -0.44297 14
탄력성 3.41 1.554 -0.41228 15
두께감 4.06 1.585 -0.28665 13

Note.:선택 항목, ↔: 사용된 역문항

[표 3-8] 언어정보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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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촉각 텍스트 선정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였다. 평균

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텍스트 단서를 선정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촉각 텍스트 단서가 제품을 잘 묘사한다고 판단했으며,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개인차가 작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평균값이 4 

이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비교값을 계산하

였다. 이때 평균값과 개인차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0.5, 0.5로 동

등하게 주었다. 평균값(m)과 표준편차(std)에 곱해진 계수는 15개의 텍

스트 단서의 평균들의 평균인 a(4.812)와 각 제품의 표준편차들의 평균

인 b(1.445)의 비율을 통해 산출되었다. 즉, a/(a+b)는 0.23으로 평균

값의 계수이고 b/(a+b)는 0.77로 표준편차의 계수인 것이다. 가중치를 

반영한 비교값을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m은 평균값, std는 표준편차 의미)

해당 식을 적용한 비교값은 [표 3-8]과 같다. Q값을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5위까지의 정보를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단어는 

부드럽다, 푹신하다, 따듯하다, 보온성, 포근하다였다. 앞서 최종 자극물

로 선정된 목도리의 경우 무게나 강도가 두드러지는 제품이 아니었기 때

문에 촉각 텍스트는 질감과 온도에 한정되어 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정된 텍스트 단서를 이용해 본조사에서 사용될 최종 촉각 텍스트 단서

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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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 단서 제작

자극물에 사용될 이미지 단서 제작을 위해 본 절차가 진행되었다. 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현재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상용화되는 정보전달방

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두 단계 과정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였다. 첫째, 

내용분석이다. 구매경험 기준 5위 안에 해당되는 국내 2030 남·여 온

라인 패션쇼핑몰 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브랜디, LF몰에 ‘목도

리’를 검색(2022년 3월 5일 21:30 기준)하였고, 목도리 제품 300개

의 이미지 단서를 내용분석하였다. 제품의 전시 모습, 이미지 단서의 구

도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모델로 인한 영향요인을 통제하고자 

제품 위주의 이미지 단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빈번하

게 사용된 유형 4가지(제품의 전체 형태, 제품의 접힌 형태, 제품 확대, 

제품 구김 형태)를 선정하였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의 이미지 단서 분석을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선별된 4가지 이미지 단서를 포함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으

며 스토리보드는 [표 3-9]와 같다. 스토리보드에 맞춰 자극물에 사용될 

이미지 단서를 촬영함으로써 두 이미지 단서(사진/영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4가지 시각단서를 모두 포함해 자극

물을 제작하였다. 두 이미지 단서는 동일한 화질과 크기로 제작되었다.

한편 이미지 단서 시청시간은 최종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으로 판단되었다. 시청시간에 따른 결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2

030 남·여 5명을 대상으로 이미지 단서 중 사진 자극물을 포함한 설문

을 진행하였고, 사진 자극물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평균시간(2

0초)을 구하였다. 평균시간을 활용해 4가지 시각단서에 동일하게 5초씩 

할당하여 최종 영상을 제작하였다. 온라인 설문 진행 시 시청시간의 영

향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시간제한 기능을 활용해 모든 연구 참여자가 텍

스트단서와 이미지단서를 시청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조작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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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Video Context Time

#1

F.I

- 목도리 풀 샷 5초

#2

카메라 고정. 줌인.

- 목도리 중간을 접는다

- 클로즈업

5초

#3

카메라 고정. 줌인.

- 측면 목도리 샷

- 빅 클로즈업 

5초

#4

카메라 고정.

- 목도리 중간을 회전하

여 구긴다

F.O 

5초

[ 표 3-9 ] 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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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1. 조작적 정의 및 조사도구의 구성 

(1) 촉각적 심상화(haptic imagery)

 사람들은 물리적인 감각 대상 없이도 과거의 감각 경험을 토대로 대

상을 인식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환경에서 소비자는 오프라인 쇼핑환경

과 달리 감각 대상의 촉각정보를 직접 얻을 수 없다. 그러나 Peck과 Ch

ilders(2003)는 소비자가 시각정보(visual information)와 언어정보(ve

rbal information)를 통해 촉각적 심상을 인지함으로써 대상을 간접적으

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심상화 수준 척도를 개발한 Babin과 Burns(1998)의 연

구와 척도와 이 척도를 촉각적 심상화에 적용한 Park(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6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촉각적 심상화의 생생함(vivid

ness)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과 정교함(elaboration)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하였다. 촉각적 심상화 척도는 [표 3-10]과 같다. 

척도 문항 측정

촉각적

심상화

생생함

HI1 머릿속에 그려지는 목도리의 촉감이 

     선명하다.

7점 

리커

트

척도

HI2 머릿속에 그려지는 목도리의 촉감이 

     구체적이다.
HI3 머릿속에 그려지는 목도리의 촉감이 

     분명하다.

정교함

HI4 나는 목도리 소재의 촉감에 대해 상

     상할 수 있다. 
HI5 나는 목도리를 만지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다.
HI6 나는 목도리 소재의 특징을 상상할 

     수 있다.

[표 3-10] 촉각적심상화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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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품질

 지각된 품질은 제품의 전반적 우월성 또는 탁월성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Zeithaml, 1988). 실제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

들은 제품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각된 품질

이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김윤정 외, 2014). 이러한 지각된 품질

은 구매행동이나 구매의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며(Szybillo & Jac

oby, 1974), 지각된 품질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eke et al., 2013). 

 지각된 품질의 속성은 크게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재적 속성이란 제품에 내재하는 속성으로서 실험적으로 조

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제품 자체의 물질적인 속성인(Olson and Jac

oby, 1972) 반면 외재적인 속성은 가격, 브랜드 네임, 상점, 이미지와 

같이 실제 제품의 구성요소 이외에 제품과 관련된 부수적인 속성이다. 

본 연구는 제품 품질의 개념을 내재적 속성 중 촉각과 관련된 기능성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 품질 중 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현정(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5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지각된 품질 척도의 구성은 [표 3-11]과 같다. 

척도 문항 측정

지각된

품질

PQ1 목도리는 오래 사용해도 형태가 잘 유지될 것
     이다.

7점 

리커

트

척도

PQ2 목도리는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PQ3 목도리 소재의 성능이 뛰어날 것이다.

PQ4 목도리는 소재가 좋아 착용 시 편안할 것이다. 

[표 3-11] 지각된 품질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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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의도

 실험 환경은 실제 구매 환경과 차이를 보이므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

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 중 구매 의도(purchase i

ntention)를 측정하였다. 구매의도는 현재 소비자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로(Li et al., 2002; Yazdanparast & Spears, 

2013) 본 연구는 Venkatesh & Davis(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3개의 문항과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매의도 척도의 신

뢰도는 [표 3-12]와 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조사에 활용되었다.

척도 문항 측정

구매의도

PI1 나는 이 목도리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7점 

리커

트

척도

PI2 목도리를 구매해야 한다면, 나는 이 목도리를 고려
    할 것이다. 

PI3 이 목도리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표 3-12] 구매의도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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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 검증

(1) 텍스트 단서(유/무)와 이미지 단서(사진/영상)의 자극 검증

 4개의 실험 집단에 주어진 텍스트 단서(유/무)와 이미지 단서(이미

지/영상)의 자극에 대한 조작을 검증하기 위해 시나리오와 자극물을 제

시한 후 4개 집단에 공통으로 자극물 내에 텍스트 단서와 이미지 단서

의 내용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이 각 

실험 집단의 조건과 일치한 조사대상자만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4개의 실험 집단은 주어진 텍스트 단서에 포함되지 않은 목도리의 

특성과 이미지 단서에 포함되지 않은 목도리의 형태를 응답하도록 하였

다. 텍스트 단서의 경우 비촉각 묘사가 제공되는 T1과 T2는‘목도리의 

촉감’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만, 촉각 묘사가 제공되는 T3과 T4은 

‘목도리의 스타일’로 응답한 조사대상자만 응답 내용을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미지 단서의 경우 4개의 실험 집단에 공통적으로 목도리

의 전체 형태, 목도리의 접힌 형태, 목도리의 확대 형태, 목도리의 구긴 

형태가 담긴 정보가 제공되어 ‘목도리 착용 형태’로 응답한 조사대상

자만 응답 내용을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실험 집단별 표본의 동질성 검증 

 실험 집단별 표본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본의 일반적 변수와 

온라인 쇼핑 이용과 관련된 특성 변수에서 실험 집단 간 표본 차이 유무

를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 분석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일

반적 특성(성별,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온라인 쇼핑 이용 관련 특성

(인터넷 쇼핑몰 접속빈도, 인터넷 쇼핑몰 구매빈도, 월평균 쇼핑 지출

액)에서 4개의 실험 집단 간 표본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 집단별 표본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교차

분석의 결과는 [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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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T1 T2 T3 T4  p

성별
남 49 52 49 49

.089 .993
여 52 51 49 49

연령
20대 51 52 49 49

.010 1.000
30대 50 51 49 49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300 미만 22 20 16 25

9.243 .415
300 이상 ~ 600 미만 47 48 46 36

600 이상 ~ 900 미만 28 24 24 29

900 이상 4 11 12 8

월평균

쇼핑 

지출액

(만원)

15 미만 24 22 14 22

10.261 .330
15 이상 ~ 30 미만 18 21 24 13

30 이상 ~ 45 미만 20 17 20 28

45 이상 39 43 40 35

인터넷 

쇼핑몰 

접속빈도

(1개월 내)

0 ~ 8회 23 31 24 26

6.602 .678
9 ~ 16회 32 32 30 27

17 ~ 24회 19 9 18 14

25회 이상 27 31 26 31

인터넷 

쇼핑몰 

구매빈도

(1개월 내)

0 ~ 2회 25 28 27 26

5.620 .777
3 ~ 5회 42 33 39 30

6 ~ 8회 7 11 6 11

8회 이상 27 31 26 31

합계 101 103 98 98

[표 3-13] 표본의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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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자는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으며 온라인 쇼핑 구매의향이 

있는 20대, 30대 남녀 소비자 400명을 목표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 연령대 및 성별 분포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T1, T2, 

T3, T4 집단에 각각 100명씩 할당 표집하였다. 

본 조사가 조사대상자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할당하는 독립집단

설계(between-subject design)를 선택한 이유는 자료 수집과정에서의 

학습효과와 조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외생변수를 통제하고자 하

였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에 따르면 20대(97.9%), 30

대(97.1%)는 기타 연령대보다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현저히 높은 연령

대이며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적인 성장배경이 있기에 조사대상자로 적합

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10대의 경우 주체적인 소비활동을 한다고 보

기 어려워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본 조사는 2022년 04월 11일부터 04월 13일까지 총 3일 간 온라

인 리서치 전문 업체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자들은 T1, T2, T3, T4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무작위 할당되었으며 

대상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건을 알 수 없었다. 

 4개 집단은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해 응답

한 후 할당된 실험 시나리오에 배정되었다. 각 집단의 유형별 자극물에 

대한 반응 조사에 응답한 후 인구·사회학적 문항에 응답하는 순서로 자

료가 수집되었다. 조사 결과 총 408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0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실험 집단별 자극물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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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성은 [표 3-14]과 같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최종 표본 391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남성은 193명(49.4%), 여성은 198명(50.6%)이었으며, 20대는 19

6명(50.1%), 30대는 195명(49.9%)으로 성별과 연령은 집단 간 표본

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게소득은 200만원 이

상 600만원 미만이 175명(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

으로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이 102명(26.1%). 300 미만이 81

(20.7%)을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 이용과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한달동안 인

터넷 쇼핑몰 접속 빈도는 9~16회가 121명(3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5회 이상과 0~8회는 각각 111명(28.4%), 101

명(25.8%)로 비슷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구매빈도는 3~5회가 141(36.

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8회 이상과 0~2회가 각각 

125(28.8%)명, 102명(26.2%)으로 비슷하였다. 월평균 쇼핑 지출액은 

45만원 이상이 152명(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0만원 이상 ~ 45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 30만원 미

만이 각각 85명(21.7%), 80명(20.5%), 74명(18.9%)으로 비슷하였다. 

구분 Type 1 Type 2 Type 3 Type 4

텍스트 단서 유(촉각 묘사) 무(비촉각 묘사)

이미지 단서 사진 영상 사진 영상

표본수 101 103 98 98

계 400

[표 3-14] 실험 집단별 자극물 및 표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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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은 [표 3-15]과 같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 26.0을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

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199(49.8)

여 201(50.2)

연령
20대 201(50.2)

30대 199(49.8)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300 미만 83(20.8)

300 이상 ~ 600 미만 177(44.2)

600 이상 ~ 900 미만 105(26.3)

900 이상 35(8.7)

월평균

쇼핑 지출액

(만원)

15 미만 82(20.5)

15 이상 ~ 30 미만 76(19.0)

30 이상 ~ 45 미만 85(21.3)

45 이상 157(39.2)

인터넷 쇼핑몰 

접속빈도

(1개월 내)

0 ~ 8회 104(26.0)

9 ~ 16회 121(30.3)

17 ~ 24회 60(15.0)

25회 이상 115(28.7)

인터넷 쇼핑몰 

구매빈도

(1개월 내)

0 ~ 2회 106(26.5)

3 ~ 5회 144(36.0)

6 ~ 8회 35(8.8)

9회 이상 115(28.7)

합계 391(100)

[표 3-15] 조사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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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온라인 쇼핑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수행하여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하였

다. 또한, 4개 실험 집단 간 표본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카이제곱을 이

용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텍스트 단서(유/무), 이미지 단서(사진/영상)에서 나타나는 촉

각적 심상화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원

분산분석(2-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셋째, 측정 문항들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해 촉각정보에 대

한 단서 제시형태,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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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본 절에서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촉각정보의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촉

각적 심상화 수준의 차이 밝히고자 한다. 본 절의 연구모형은 [그림 4-

1]와 같이 구성하였다.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인 텍스트 단서(유/무)와 이미지단서

(사진/영상)에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을 검증하였다. 이원분산분

석(2-way ANOVA)을 실시해 T1, T2, T3, T4에서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단별로 제시하였다. 촉각정보에 대

한 단서 제시형태별 촉각적 심상화 수준을 정리한 내용은 [표 4-1]과 

같다.

1.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준 

분산분석의 결과, 텍스트 단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

은 비촉각 묘사(M=5.02), 촉각 묘사(M=4.87)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미지 단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

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진 시각정보

[그림 4-1] [연구문제 1]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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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10)이 제공되었을 경우 영상 시각정보(M=4.97)이 제공되었을 

때에 비하여 더 높은 촉각적 심상화 수준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사진 시각정보가 영상 시각정보에 비하여 제품의 촉각적 속

성을 상상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사이의 상호작용효과

추가적으로 텍스트 단서와 이미지 단서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2]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텍스트 단서와 이미지 단서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미지 단서의 주효과만이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촉감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이미지단서만이 

촉각적심상화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을 살펴보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살

펴보면,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텍스트 단서에 따라 나타나

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연구문제 1-1). 촉

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이미지 단서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미지 단서 중 사진이 영상에 비

해 촉각적 심상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연구문제 1-2). 마지막으로 촉

     이미지 단서

텍스트 단서 
사진 영상 전체

무(비촉각 묘사) 5.17(0.84) 4.87(0.95) 5.02(0.91)

유(촉각 묘사) 5.03(0.95) 4.71(0.98) 4.87(0.98)

전체 5.10(0.90) 4.79(0.97)

[표 4-1]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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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1-3).

분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⓵ 텍스트 단서

(유/무)
2.336 1 2.336 2.694 .102

⓶ 이미지 단서

(사진/영상)
9.482 1 9.482

10.933
 .001

⓵ * ⓶ .023 1 .023 .026 .871

오차 343.461 396 .867

전체 355.244 399

:p<0.001 :p<0.01 :p<0.05 

[표 4-2]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간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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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촉각적 심상화에 따른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

 본 절에서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가 주어졌을 때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 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규명하였다. 

본 절의 구조모형은 [그림 4-3]와 같이 구성하였다.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 구조를 검증을 위해 주요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판별 타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변수를 

측정해 얻게 된 수치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상관관계 기준치는 

.85로 모든 상관관계 계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을 만족하

지 않는다(Kline, 2010).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표 4-4]과 같다. 

 분석 결과, 촉각적 심상화와 지각된 품질(.461),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471),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586)으로 모든 주요 변수 간

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모든 상관관계 계수가 기준치인 .85 이하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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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 문항들의 구성이 적절한지를 확인

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

4]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ormed =  /df=1.718로 2.0 이

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의 값은 .042로 기준치

인 .050~.080 이하를 충족시켜 구조모형이 수용 가능한 모형임을 확인

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GFI, AGFI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이상

적인 모형이며, 0.09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CFI=.988, 

GFI=.924, AGFI=.943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RMR은 

0.05 이하면 바람직하고, 0.10 이하면 수용할만하다고 보는데 RMR은 .

0288로 바람직한 수준이었다.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수준

이였다. 일반적으로 평균분산추출값이(AVE)이 0.5이상이고 개념 신뢰

도(CR)가 0.7이상이어야 수렴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요

인의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념 신뢰도는 0.8 이상

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항목 중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이 없음을 확인하여 모든 측정

문한들은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1 2 3

1. 촉각적 심상화 -

2. 지각된 품질 .461 -

3. 구매의도 .471 .586 -

p<.001

[표 4-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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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모형의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두 변인의 상관계수와 각 잠

재변인의 평균분산 추출값(AVE)의 제곱근을 비교하였다. 결과 [표 4-

5]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558~.732로 평균분산 추출 

값의 제곱근 .742~.847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구조모형은 

판별타당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잠재변수 관측변수
요인 

적재량
평균(SD)

Cronbach

's  CR
AV

E

촉각적

심상화

HI1 .801 4.85(1.032)

.897 .885 .566

HI2 .868 4.79(1.218)

HI3 .827 4.57(1.245)

HI4 .682 5.29(1.143)

HI5 .702 5.25(1.128)

HI6 .597 4.93(1.158)

PQ1 .706 4.55(1.261)

.851 .864
지각된

품질
.615

PQ2 .789 4.31(1.169)

PQ3 .845 4.41(1.192)

PQ4 .791 4.93(1.070)

PI1 .812 4.10(1.307)

.899 .900구매의도 .750PI2 .905 4.35(1.381)

PI3 .879 4.34(1.234)

적합도 검정: (53)=91.032 ;p<.001;  /df=1.718;IFI=.989 ;CFI=.988 
;TLI=.983 ;RMSEA=0.042:p<.001

[표 4-4] 구조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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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모형의 검증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

의도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연구모형에 따라 구조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적합도 관련 지수는 [표 4-6]과 같다. =1

30.180, Normed= /df=1.438로 2.0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RMSEA의 값 역시 .033으로 기준치인 .042~.050 이하를 

충족해 구조방정식 모형이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CFI=.990, 

NFI=.968, GFI=.965, AGFI=.946으로 0.9를 초과하여 수용할만한 수

준임을 확인하였다. RMR은 .0293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0.10이

하이면 수용할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

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문항 수 (1) (2) (3)

(1) 촉각적심상화 6 0.752

(2) 지각된 품질 4 0.555 0.784

(3) 구매의도 3 0.544 0.681 0.866

Note. 대각선 수치: 루트AVE 값, 대각선 아래부분: 상관계수

:p<0.001 :p<0.01 :p<0.05 

[표 4-5] 구조모형의 변수별 판별 타당도

구조 

모형

 df p CFI NFI GFI RMSEA

130.180 66 .007 .990 .968 .965 .033

 

[표 4-6]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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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의

도의 구조모형 검증 결과는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촉각정보에 포

함되는 텍스트 단서와 이미지 단서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되었다. 텍스트 단서의 경우 무(비촉각 묘사)는 0, 유(촉각 묘사)는 1로 

변환되었으며, 이미지 단서의 경우 사진은 0, 영상은 1로 변환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결과 이미지 단서는 촉각적 심상화에 유의수준 .001

에서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텍스트 단서는 촉각적 심상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단서의 경우 영상보다 

사진에 의한 촉각적 심상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촉각적 심상화의 경우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유의수준 .000에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촉각적 심상화와 지각된 

품질의 경로계수는 .572으로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의 경로계수인 .

20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촉각적 심상화가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

비표준

화계수

(B)

표준화

계수

()
표준

편차
t값 P

텍스트 단서 →
촉각적 

심상화
-.146 -.087 .087 -1.686 .092

이미지 단서 →
촉각적 

심상화
-.286 -.169 .087 -3.276 

촉각적 

심상화
→ 지각된 품질 .599 .573 .064 9.353 

촉각적 

심상화
→ 구매의도 .239 .206 .064 3.748 

지각된 품질 → 구매의도 .682 .614 .082 8.323 
:p<0.001 :p<0.01 :p<0.05 

[표 4-7]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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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구매의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품질은 구매의도에 유의 수준 .000에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의 경로계수인 

.206에 비해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 경로계수가 .614로 더 커 지각된 

품질이 촉각적심상화보다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모형의 결과를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4-3]과 같다. 

본 절에서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가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문제 2-

1]을 해결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촉각적 심상화는 지각된품질

(.573), 구매의도(.206)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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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각된 품질의 매개효과

1. 구조방정식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구매의

도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통해 지각된 품

질이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검증 결과는 [표 4-8]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텍스트 

단서

이미지

단서

촉각적

심상화

지각된 

품질

촉각적

심상화

총 효과 -.087 -.169

직접 효과 -.087 -.169

간접 효과 - -

지각된 품질

총 효과 -.050 -.097 .557

직접 효과 - - .557

간접 효과 -.050 -.097 -

구매의도

총 효과 -.048 -.094 .557 .614

직접 효과 - - .206 .614

간접 효과 -.048 .094 .352 -

:p<0.001 :p<0.01 :p<0.05 

[표 4-8]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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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지각된 품질이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촉각적 심상화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로계

수는 .026으로 간접효과의 경로계수인 .352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한,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이미지 단서가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

도에 유의수준 .001에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품

질의 경로계수는 -.097, 구매의도의 경로계수는 -.048로 지각된품질의 

경로계수가 더 커 이미지 단서가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매의

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지각된 품질이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 간에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살펴본 [연구문제 2-2]를 해결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살

펴보면, 지각된 품질은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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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제약된 지각을 극복하고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써 촉각적 심상화에 주목

하였다. 소비자에게 어떤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가 주어졌는지

에 따라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의 차이를 실험법을 통해 탐색하였

다. 나아가 촉각적 심상화가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촉각적 심상화에 의한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의 구조를 실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에 따라 나타나

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이원분산 교차설계 실험 

기법을 실시하였다. 단서 제시형태를 텍스트 단서와 이미지 단서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단서는 촉각 묘사가 있

는 자극과 없는 자극으로, 이미지 단서는 사진과 영상으로 나누어 총 4

가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촉각적 심상화를 탐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이미지 단서(사진/영상)는 

촉각적 심상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진과 영상의 촉각적 심

상화 수준을 확인한 결과, 사진의 촉각적심상화 수준(5.10)이 영상의 촉

각적 심상화 수준(4.97)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재료적 

속성이 중요한 재화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영상보다 사진이 더 적합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는 재화의 촉각을 더 잘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적 과업을 수행할 때는 풍

부성이 높은 정보제시형태가 유리하고 형식적인 과업을 수행할 때는 풍

부성이 낮은 정보제시형태가 유리하다는 선행연구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이다. 정보탐색은 개인적 과업이긴 하지만 실용성과 재화의 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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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치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식적 과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상은 

주요 정보로부터 소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기에 사진이 더 적합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촉각정보에 대한 단서 제시형태 중 텍스트 단서(유/무)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텍스트 단서

와 이미지 단서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재료적 속성이 중요한 재화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텍스트 단서

와 이미지 단서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함을 의미한다. Whaley(1997)

는 시각정보가 유용할 때 다른 방식의 정보제시형태가 무시되는 경향성

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볼 때 유용한 이미지 단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텍스트 단서는 무시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한

편, 본 연구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과업은 '촉각의 지각'으로 감각적으

로 무언가를 느끼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해야 한다. Vessey(1991)는 

지각을 할 때는 기호적 형식보다 공간적 형식의 정보제시형태가 적합하

다고 보았는데, 이는 공간적 형식에 해당되는 시각적 단서에서만 유의미

한 차이를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촉각적 심상화가 지각된 품질, 구매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각된 

품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촉각적 심상화는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정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촉각적 심상화는 지각된 품질(.573), 구매의도(.2

06)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품질은 구매의도(6.1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촉각적 심상화에 의한 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과정 구조를 실증했다. 즉, 촉각적 심상화는 온라인 소

비환경에서 소비자가 재료적 재화를 구매할 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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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각된 품질은 촉각적 심상화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각적 심상화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02

6)가 간접효과(.352)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 

촉각적 심상화는 소비자가 재화의 품질을 더 좋게 지각하게 해주며 이것

이 구매의도로까지 이어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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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온라인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

구는 주로 인지적, 감정적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촉각

을 중심으로 감각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 촉진 

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정보제시형식을 사용해야한다는 것

을 다시 한번 검증하였다. 특히 정보탐색과정은 제품 속성 등에 대한 가

치 판단이 요구되는 과업으로 이미지 단서 중 풍부성이 높은 정보제시형

태(영상)보다 풍부성이 낮은 정보제시형태(사진)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정보제

시형태는 제품 자체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는 내재적 단서를 중심으로 다

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상표, 원산지, 음향효과, 쇼호스트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쇼핑의 목적이 정보탐색을 통한 제품 구매가 아닌 아이쇼핑(eye 

shopping)과 같이 쇼핑과정 자체를 즐기기 위함일 때도 과업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둘째,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지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간적 정보제

시형태(이미지)가 기호적 형식(텍스트)보다 유리하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목도리를 사용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감각이 중요한 재료

적 재화인 의류, 카펫, 인형 등의 재화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프린터기, 모바일 폰 등 형태적 속성이 중요한 기하학

적 재화의 경우 지각보다는 인지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호

적 형식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의사결정과정에서 촉각적 심상화의 역할

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각정보에 치중된 시각중심사회에

서 시각 외에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감각정보

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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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비환경에서의 기술 활용을 소비자학적 관점에서 고찰했

다는 의의가 있다. 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기업들은 VR, 메타버스 등의 

새로운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선진화된 기술에 불편함

이나 어색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비자 관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선진화된 기술인 영

상에 비해 사진이 정보탐색에 유리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맹목적인 기술의 진보보다는 맥락에 따라 소비자가 편리함을 

느끼는 기술을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을 시사한다. 특히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촉진하는 방향

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소비자 감각과 관련된 연

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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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전다현입니다. 

본 설문지는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촉각정보 형태에 따른 

구매의도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연구자료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

로 솔직하게 응답 부탁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7 조에 따라 통

계적으로만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소비행태 연구실 전다현 올림

지도교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김난도

1. 귀하께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②선택 시 설문 종료)

① 있다 ② 없다

2. 현재 필요로 하는 상품이 온라인 쇼핑몰 방식으로 제안된다면, 귀하는 얼

마나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래의 표에서 귀하의 구매의도와 가

장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Ⅰ. 사전질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실태에 관한 사전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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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별도 첨부

[설명문] 

- 별도 첨부

※ 본 질문은 설문 참여자의 자극물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입니다. 

오답을 선택하신 경우 설문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1. [설명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목도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① 목도리의 스타일

② 목도리의 촉감

2. [시각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목도리 모습은 무엇입니까? 

① 목도리에 구김이 있는 모습

② 목도리가 접힌 모습

③ 목도리를 착용한 모습

④ 목도리가 확대된 모습

전혀 구매

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꼭 구매할 

것 같다

Ⅱ. 목도리 관련 자극물 시청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목도리를 구매할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해 주십시오. 

설문 진행을 위해 먼저 간단한 설명문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문과 사진을 본 후에는 퀴즈가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 시간제한 미충족 설문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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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의 목도리에 대한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떠올리셨을 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

우 그렇다.)

2. Ⅱ의 목도리에 대한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떠올리셨을 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

우 그렇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목도리는 오래 사용해도 형태가 잘 유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목도리는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매우 

그렇다

1
머릿속에 그려지는 목도리의 촉감이 선

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머릿속에 그려지는 목도리의 촉감이 구

체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머릿속에 그려지는 목도리의 촉감이 분

명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목도리 소재의 촉감에 대해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목도리를 만지면 어떨지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목도리 소재의 특징을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본 설문 응답 시작

지금부터는 Ⅱ에서 확인하신 목도리 관련 정보를 떠올리시며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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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Ⅱ의 목도리에 대한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를 떠올리셨을 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

우 그렇다.) 

1. 아래의 질문들은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이용하신 인터넷 쇼핑몰을 기준

으로 해당 문항 중 동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것이다.

3 목도리 소재의 성능이 뛰어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목도리는 소재가 좋아 착용 시 편안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목도리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목도리를 구매해야 한다면, 나는 이 목도

리를 고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목도리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인터

넷쇼핑몰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인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지금부터는 가장 최근 이용하신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떠올리시며 문

항에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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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댁의 총수입(가족의 부수입, 보너스 포함)은 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 ) 만원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③ 대졸    ④ 대학원 재학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학생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공무원   ⑥ 

전업주부   ⑦ 기타

6. 귀하는 인터넷을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하루평균 ( )시간

넷 쇼핑몰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3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는 판매

자가 약속한 사항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인터

넷 쇼핑몰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

면,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Ⅴ.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절대로 

통계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91 -

7. 귀하의 인터넷 사용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8. 귀하의 인터넷 쇼핑몰 방문 빈도는 지난 한달 간 몇 번 정도입니까?

한 달간 ( )번 방문 

9. 귀하의 인터넷 쇼핑몰 구매 빈도는 지난 한달 간 몇 번 정도입니까?

한 달간 ( )번 구매

10. 귀하의 월 평균 쇼핑지출액(생필품 포함, 공과금 제외)은 얼마 정도입

니까?

월평균 ( ) 만원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혀 

능숙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우

능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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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극물

[집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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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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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2]

[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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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Haptic Imagery on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e 

Intention by Visual Cues

Dahyen Jeon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interaction with produc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urchasing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physical 

interaction with product has been restricted as retail environment 

rapidly changed from offline to online. Instead of physical 

interaction, consumers are required to use information cues for 

their onlin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sight and touch are most 

involved senses during the purchasing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e way people get visual sensory information and 

tactile sensory information of product is different in online retail 

context. To be specific, in order to get tactile information of 

product, people are required to guess the sense of touch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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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information cues in visual/text format. This can happen 

based on their past experience of touch. The guessing process 

involves 'haptic imagery', which means making a re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that would be gained through touching the 

product, in one's mind. Related researches report that haptic 

imagery allows people to sense product as if they physically 

touch the product. The degree of vividness or elaboration of 

haptic imagery can differ depending on the provided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haptic imagery in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es whitin the context of online retail 

environment. To do 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haptic imagery according to information cue 

presentation format. Then the relationships between haptic 

imagery of each cue presentation format, perceived quality and 

buying intention was investigated. In detail, experiment was 2 

(with tactile information/ without tactile information) × 2 (visual 

cues: image/video) design and 'Muffler' was selected among 

material product for experiment.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visual 

cues(image/video)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gree of haptic 

imagery. Also image resulted higher degree of haptic imagery 

than video. This result is aligned with previous research that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 with high abundance is 

advantageous when performing emotional tasks, and the form of 

information presentation with low abundance is advantageous 

when performing formal tasks. The task given in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tactile sensory information of product assuming 

shopping condition. This task has a clear purpose of eval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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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 for purchase decision. Therefore can be determined 

as formal tasks. So in this case, it is likely that video 

format(higher abundance) distracted consumer from 

understanding essential information they need. Consequently, the 

result can conclude that image(lower abundance) was appropriate 

presentation format in given experimental condition. 

Second, the types of text cues(with tactile information/ 

without tactile information)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ext cues 

and visual cues. This means text cues and image cues do not 

create synergy effect in given experiment condition.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that text 

cues were ignored because they were perceived as less useful 

compare to image cues. In other words, when there is more than 

one cue presentation format type is given, people tend to ignore 

cue presentation format which is less useful. Also considering 

the type of task given in experiment, spatial format of 

information(visual format) is more appropriate than symbolic 

format of information(text format). It is because tasks which 

require perception can be done more successfully when spatial 

format of information is given. 

Lastly, the result shows that haptic imagery has positive 

affect on perceived quality and purchase intention. Also the 

results shows that perceived quality mediated haptic imagery and 

purchase intent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proves that haptic 

imagery is one of critical factors in purchase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results shown above,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irst,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prop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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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format for each type of task. For instance, task 

regarding information searching requires evaluation of specific 

product. In this case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 with low 

abundance is proper rather than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 

with high abundance. Also, the result that spatial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s (images) are more advantageous than 

symbolic forms (texts) where task is related to perceiving can 

be another example. In this paper, the experiment was done only 

with material goods(scarf). Therefore, follow-up research could 

cover proper information presentation format depending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such as geometric goods. 

Second, this study shows the role of haptic imagery in the 

online purchas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nsumers is 

important. Related researches are done mostly regarding on sight 

whereas the role of other senses in retail context is 

underestimated. Therefore researches regarding other senses 

and how these sensory information can be delivered can be done 

in follow-up study. 

Finally, it is necessary for study regarding senses to be 

conducted in consumer point of view. This is because advanced 

technology does not mean appropriate technology. In other 

words, proper technology will differ depending on contexts, tasks 

and consumer attributes. Therefore follow-up researches of 

senses should be done because these studies in consumer 

perspective allows to set right direction of technology usage for 

both consumers and suppliers.

keywords : haptic imagery ,visual cues, perceived quality, 

purchase intention

Student Number : 2020-2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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