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현대 제품에서는 기능이나 편리성보다 감성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기술에 의한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의 감성

적 가치를 자극하여 니즈를 만족시키고,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제품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Bloch, 1995). 이에 제품 외관에서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느끼는 

심미성 지각(Yang & Hong, 1999)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심미성을 유발하는 디자인 

요소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심미성 지각 이후의 소비자 반응 메커니

즘을 밝히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간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심미적 제품은 소비자가 대

안 집합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Garber, 1995; 

Underwood, 2003),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wak et al., 2011).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감정적, 

지적, 사회적 가치를 크게 지각하도록 하여 제품 구매의도(Ju & 

Koo, 2014), 사용자 만족이나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Kang, 2016), 충성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Kim, 2013). 이

러한 연구결과는 미적 가치가 강조되는 제품은 물론 IT 제품과 같

이 기능성이 강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도 일관된 경향을 보

인다. 특히 패션이나 뷰티 제품에서 제품 디자인과 로고 등 시각

적 이미지는 품질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Lim, 2016; Lee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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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of wearables as a new tool for measuring 
consumer response to products by quantitatively measuring the physiological 
responses to the aesthetical differences (high vs. low) on the basis of product 
appearance; we als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ological measurements 
and self-reported responses. Methods: After employing the perfume products 
as stimulants, we divided them in two groups on the basis of their high and low 
aesthetic as aspects; furthermore, we randomly assigned participants to one of 
those two groups.  While browsing through the products, participants’ heart rates 
and galvanic skin responses, on the basis of their perceptions of the perfumes’ 
aesthetics, were measured with wearables. We also gathered the participants’ 
responses through self-reported surveys.  Results: Differences in heart rate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response to perceived aesthetic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we did observe an interaction between product preferences 
and perceived aesthetics. Products with high aesthetics and personal preferences 
as revealed through the surveys induced greater heart rate variability: such products 
also tended to cause more galvanic skin responses. Among the physiological 
data, skin electro-conductivity was found to have the strongest correlation with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perceived aesthetics. Conclusion: We confirmed 
that physiological responses differ in accordance with the aesthetical levels of 
product appearance and are consistent with self-reported perceived aesthetics. 
These results can be expanded to various product groups and employed to perform 
marketing to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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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품 차별화의 단서로 작용하거나(Lee & Lim, 2012), 특

정 국가 제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Jeong 

& Seo, 2016). 이러한 현상은 2, 30대 소비자는 물론 50대 소비

자에서도 관찰되며(Lee & Park, 2014), 제품 디자인을 강조하는 

고가 뷰티 제품뿐 아니라 저가 화장품의 구매행동에서도 나타난다

(Lee, 2016). 

심미적인 제품 디자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심

리적 기제로 작용하는 원인에 대해 Lee (2013)는 뷰티프리미엄

(beauty premium) 현상이 사물에 대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다른 

특성도 갖추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제품은 사용 용

이성, 제품 구매 의도, 만족, 브랜드나 기업 이미지 평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한계점은 존재하며, 특히 심미성 지각의 측정 문

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이용된 방식은 주로 자기 기입

식(self-reported) 설문이었다. 이 방식은 문항이 완성되면 응답

자를 통해 바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문항의 다양한 변용을 통

해 더 많은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제품은 물론 점포(Lee et al., 2018; Jang et al., 2015), 웹

사이트(Tuch et al., 2010), 커뮤니케이션(Lee et al., 2011) 등 

여러 분야에서 심미성 지각 측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응

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완전히 통제하

기 힘들며(Ravaja, 2004), 응답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기

억해 내어 심미성을 지각했는지 의식적으로 답해야 하므로(Park, 

2011) 응답자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자기 기입식 연구방법의 대안 또는 보완적 수단으로 심리

생리학적 방법론이 주목받고 있다(Lee et al., 2011). 심리생리학

은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통해 감정, 인지, 행동을 설명하는 분야

이다(Cacioppo & Tassinary, 1990). 심장혈관, 피부, 근육, 뇌, 안

구의 활동 등 신체의 생리적 반응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

문에 무의식 상태의 심리적, 감정적 반응을 은밀하게 포착해 낼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의도적으로 답변의 방향을 정하거나 기억

에 의한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소비자

가 제품을 접한 순간 느끼게 되는 초기 감성도 소비자의 생리적 신

호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Davis, 2003; Lee & Lee, 2010; 

Norman, 2005), 실제로 색채 및 색채의 조합이 유발하는 감성도 

뇌파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Kim, 2017; Ryu & Lee, 2015). 

감정, 감성의 측정에 활용되는 생리학적 지표로는 뇌전도

(electroencephalogram, EEG),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심박수(Heart Rate, HR), 피부전기활동(galvanic skin 

response, GSR), 안면근전도 (facial electromyogram, facial 

EMG) 등이 있다. 이중 심박수와 피부전기도는 비교적 측정이 간

편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고(Kim et al., 2010), 신체의 자율신

경계(교감 및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어 감정의 지표가 

된다(Tröndle et al., 2014). 교감신경은 활성, 부교감신경은 안정 

및 균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Thayer et al., 2009). 심박수의 증

가는 감정이 활성화된 각성(arousal) 상태나 미적 반응을 나타내

게 된다(Nakahara et al., 2009). 

피부전기도와 그 변산도 감정 활성화의 지표로 이용된다

(Sequeira et al., 2009; Park, 2011). 건조한 상태의 피부는 전

기전도도가 낮은데, 땀이 발생하면 땀에 포함된 소량의 이온이 피

부의 전기전도율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감정의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다(Sequeira et al., 2009). 실제로 음악이나 사진 등 시청

각적 심미적 체험은 피부전기활동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Koelsch & Siebel, 2005). 이상을 통해 심박수와 피부전기도 증

가는 제품 외관에 대한 소비자의 심미성 지각 활성화 여부를 나타

내어 감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생리적 반응에 개인차가 존

재하며, 일부 생리학적 반응은 비교적 천천히 변화하여 측정에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장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Lee 

et al., 2011), 데이터 분석에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

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장비 문제로 인해 생리적 측정이 제한되었

음이 보고된 바 있다(Lee & Lee, 2010). 

그러나 최근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에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생리학적 지표를 보다 간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심장박동, 혈압, 수

면 패턴, 걸음 수의 측정에서 나아가, GSR 센서를 이용하여 피부

의 온도와 전기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출시되었으며(Nam, 

2016), 안정 상태에서는 의료기기 수준으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맥박 센서도 개발되고 있다(Lee et al., 2018). 의학, 운동생

리학 분야의 웨어러블 연구에서는 기존의 생리학적 측정 기기를 

대신할 수 있는 웨어러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임상 의학용 

심전도를 웨어러블 심전도로 대체할 수 있음을 밝히거나(Lee et 

al., 2018), 의복 형태의 웨어러블 시스템이나(Koo et al., 2015) 

손목 밴드 형태의 웨어러블의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그 예이다(Nam, 2016).

그러나 제품에 대한 심미성 반응을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반영하는 패션 제

품이나 뷰티 제품에 있어 심미성은 초기 감성을 좌우하며 제품 평

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미성 반응 측정은 전략적으로 매

우 중요하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소비자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웨어러블 기

기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에 대한 심미성 반응을 측정함에 있어 

웨어러블이라는 새로운 측정도구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활용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와 제품의 접점에서 제품

의 심미성 수준에 따른 심박수와 피부전기 반응을 웨어러블 기기

로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자기기입식 측정치와 비교하여 웨어러



443

패션제품에 대한 심미성 반응 측정도구로서 웨어러블의 가능성 탐구

http://www.e-ajbc.org

블 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리

적 데이터 측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디자인 및 개발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패션 및 뷰 뷰티 

산업 등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현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바탕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Methods

본 연구의 주목적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의 심미성을 웨어러

블 기기라는 새로운 측정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품 자극물을 개

발하고, 제품 자극물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심미성 반응을 웨어

러블 기기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측정하였으며, 두 측정치를 비

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1. 자극물 개발

자극물로 사용될 제품의 종류는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며, 쾌

락적 평가 기준이 주로 적용되는 제품군 중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선정하였다. 쾌락적 평가(e.g., 스타일, 색채)가 주를 이루는 제품

은 심미성과 같은 정서적 반응과 관련되며(Lim & Park, 1999), 실

용적 기준(e.g., 기능성, 내구성)이 평가의 주를 이루는 제품에 비

해 제품의 외관에 더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뷰티 제품인 향수를 실험 

자극물로 이용하였다(Patrick & Hagtvedt, 2011; Song & Lee, 

2017).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심미성이 중요한 기

준으로 작용함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향수는 기

능성보다는 향과 외관의 아름다움이라는 쾌락적, 심미적 기준이 특

히 중요한 제품군이기 때문이다. 

자극물은 심미성의 높고 낮은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하므

로 이에 대한 조작이 필요하였다. 특히 향수 제품에 대해 소비자는 

시각적으로 조화로우면서도 독특한 제품에서 무의식적, 감정적으

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Yang & Hong, 1999; Ju, 2012), 제

품 디자인의 독특성으로 심미성의 높고 낮음을 조작하였다. 

자극물 선정을 위해 우선 연구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향수 제

품 사진을 수집한 후, 5명의 패션 전공 대학원생들이 이를 평가하

게 하였다.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자극물은 공신력

이 보장된 전문 매체인 WWD와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갖추고 있는 

전문 쇼핑몰 퍼퓸닷컴(perfume.com), 세포라(sephora), 프래그

런스엑스(fragrancex)에서 여성 향수 제품을 1차 수집하였다. 이

후 대학원생들이 각각의 제품에 대해 제품의 균형미, 조화, 독특

성, 심미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고, 4개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점수가 극단적으로 낮은 제품들과 높은 제품들을 추려 내

어 심미성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으로 분류하였다. 평가의 개인

차를 배제하기 위해 추려낸 제품들 중 평균 점수의 분산이 큰 제품

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심미성이 높은 향수 16종과 심미성이 

낮은 향수 16종을 제품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Iyengar & Lepper 

(2000)의 연구에서는 24개와 6개의 제품 선택 상황 중 제품 수가 

24개일 때 정보과부하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Bollen et al. (2010)

은 소비자가 10개 내외의 아이템을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제

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자극물의 수가 소비자

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생리학적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제품 외관의 독특성은 형태와 색채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향수 패키지의 특성상 색채의 영향이 크고(Song & Lee, 2017), 

선호하는 컬러에 따라 인체 생리신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Ji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 해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색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형태에서 지각되는 심미성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최종 선택된 자극물을 흑백 일러스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 및 자료 수집

실험은 패션 또는 뷰티 제품을 온라인으로 쇼핑한 경험이 있는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 참가자는 웨어러블 기기

(Sleepman; Avantechs Inc, USA)를 착용한 상태에서 온라인 매장

에서 제품을 둘러본 후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

터넷 및 모바일 사용 환경에 익숙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경

험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자극물이 여성 향수 제품임을 고

려할 때 심미성 평가에 남녀 간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노이

즈를 없애고 실제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으로 한정하

여 60명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으며, 모든 피험자에게 실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

의를 구한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805/001-006).

실험 참가자가 도착하면 실험에 대해 안내한 후 실험동의서를 작

성하도록 하였다. 작성이 끝나면 한쪽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착

용하도록 하여 기기와 연동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가 

실험 참가자의 생리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이

용된 웨어러블 기기는 심박수와 피부전기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최근 개발된 Sleepman (Avantechs Inc)을 선정하였다. 부착 후에

는 장비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최소화하고 긴장을 풀 수 있

도록 실험 참가자들에게 3-5 min의 적응 시간을 할애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주어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제품을 둘러보는 과

정을 거쳤다.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쇼핑 상황을 가정하며, 새로

운 시즌에 출시된 제품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전체 실험 참가자의 반은 심미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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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을 쇼핑하는 환경에, 나머지 반은 심미성이 낮은 제품을 쇼

핑하는 환경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제품을 둘

러보지 않고 지나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리적 반응이 일어날 시간

을 충분히 주기 위해 하나의 제품은 20 s 이상 스크린에 보여지도

록 하였으며, 제품이 제시되는 순서도 무작위로 조정하였다. 이 과

정에서 측정된 생리학적 반응 데이터를 컴퓨터로 저장, 수집하였

다. 수집한 데이터는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심박수와 피부전기

반응이며, 쇼핑에 걸린 총 소요시간과 각 제품 관찰에 소요된 시간

도 측정하였다. 

제품을 둘러보는 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자기기입식 설문에 응

답하였다. 둘러본 패션제품들에 대한 미적 평가를 설문문항은 Na 

et al. (2017), Kang (2016), Tuch et al. (2010)의 연구를 바탕

으로 제품의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시각적으로 흥미를 끈다', '세

련되어 보인다', '아름답다', '멋지다'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미성 외에도 실험 참가자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는 패션 관여도와 기술수용도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은 모두 7점 리커트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Han et al. 

(2016)과 Shin & Lee (2015)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자극물 조작 

확인을 위해 제시된 제품의 조화와 독특성을 묻는 문항도 측정하

였으며, 제품의 선호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호도를 측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참가자의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증

을 실시하였다. 자극물에 의한 조작을 확인하고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된 생리적 측정치가 심미성 고저 집단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으며, 생리적반응의 측정값과 

심미성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험 참가자의 주관적 응답과 

생리적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생리적 데이터와 심미성 

지각 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실험참가자 특성

실험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을 한정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20대와 30대가 각각 42명(70%), 18명(30%)로 나타났으며, 6명

을 제외한 실험 참가자가 모두 미혼 이었다. 직업에 따른 분류에서

는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무직이 분포

되어 있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교 재학 이상이 전체의 95%를 

차지하였다. 이상을 종합할 때 본 연구의 표본은 대학교 재학 이상 

학생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으로 볼 수 있다.

2. 자극물 조작 검증

본 연구에서 심미성 고저 조작에 사용된 제품들의 독특성을 실

험 참가자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극물 조작 검

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심미성 고집단에 배정된 실험 참가자들이 독특성을 더 높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나(M저집단=2.89, SD저집단=1.02; M고집단

=5.23, SD고집단=1.15; F=3.53, p=0.04), 자극물 선정이 적절

함을 확인하였다.

3. 심미성 고저에 따른 생리적 반응

심미성 고저 집단의 심박수와 피부전기도 비교를 위해 각각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심박수와 심박수의 변산, 피부

전기도와 피부전기도의 분산이 투입되었다. 심박수는 실험 참가

자 개인의 심박수 시계열 값들을 평균한 심박수 평균으로 구하였

으며, 심박수의 변산은 초기 심박수와 실험 진행중 심박수 최대값

의 차를 사용하였다. 피부전도도 측정값은 실험 동안 측정된 누

적값의 평균을 구하고 다시 전체 실험 참가자의 평균값을 계산

하였으며, 피부전도도의 변산은 초기 피부전도도와 최대값의 진

폭 차이로 구하였다. 측정값은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규화

(normalization)하여 사용하였다. 

심미성 수준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심박수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박수에 대해서는 심

미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

으며(F=1.58, p=0.36), 심박수 변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F=2.39, p=0.21).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에 제품에 대한 선호가 심박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 개인별로 

16개의 제품 자극물을 선호가 높은 자극물 8개와 낮은 자극물 8개

를 분류하여 심박수 변산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즉, 심미성과 선호

가 높은 집단, 심미성과 선호가 모두 낮은 집단, 심미성은 높으나 

선호는 낮은 집단, 심미성은 낮으나 선호가 높은 집단의 4개 집단

으로 나누어 참가자의 심박수와 심박수 변산을 비교하였다. 그 결

과 심박수 변산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Table 4). 심

미성 고저에 따라 심박수 변산과 제품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심미성과 선호가 모두 높은 집단에서는 심박수 증가 현

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심미성이 높은 제품에 배정

된 참가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의 제품을 둘러 볼 때 심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미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접하

더라도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지 않으면 각성 수준이 상승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

피부전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심미성 수준이 서로 다른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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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와 같이 제품의 심미성이 높은 집단에 배정된 실험 참

가자들의 피부전도율은(M=4.19 µm, SD=2.13) 낮은 집단의 피부

전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M=3.52 µm, SD=2.80), 그 차이는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0’s 42 70.0
30’s 18 30.0

Marital status
Unmarried 54 90.0
Married   6 10.0

Occupation

Students 28 46.7
Office jobs 12 20.0
Professionals   6 10.0
Freelancers   5  8.3
Servie/Sales   2  3.3
N/A   7 11.7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2  3.3
College students 21 35.0
Graduates 21 35.0
Graduates, Master’s degree, or Ph.D. 15 25.0
N/A    1  1.7

Table 2. ANOVA results for stimulant manipulation                                                                                                                   (N=15)

Item High in perceived aesthetics Low in perceived aesthetics F p

Perceived uniqueness 5.23 (1.15)1) 2.89 (1.02) 3.53 0.04

1)Mean (standard deviation).

Table 3. ANOVA results for differences in heart rate and variability of heart rate                                                                 (N=30)

Item High in perceived aesthetics Low in perceived aesthetics F p

Heart rate 68.29 (5.28)1) 67.32 (4.17) 1.58 0.36

Variability of heart rate 4.18 (2.19)   3.64 (1.96) 2.39 0.21
1)Mean (standard deviation).

Table 4. ANOVA results for differences in variability of heart rate and preference for high/low products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Variability of heart rate 0.08  1 0.08 0.15 0.70

Preference 1.58  1 1.58 1.20 0.27

Variability of heart rate x 
Preference 11.33  1 11.33 6.59 0.05

Error 92.33 58 1.59

Table 5. ANOVA results for differences in skin conductance level                                                                                           (N=30)

Item High in perceived aesthetics Low in perceived aesthetics F p

Skin conduct level (µm) 4.19 (2.13)1) 3.52 (2.80) 7.40 0.04*

1)Mean (standard devi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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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4, p=0.04). 

심미성이 높은 제품을 접했을 때 피부전도율의 증가 경향도 두

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의 평균 증가 비율이 전체 

신호폭의 약 38%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증가 경향이 심미성 고집

단 참여자 30명 중 23명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피부전기도의 상승이 심미성이 높은 제품의 외관에 

기인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생리적 측정치와 주관적 평가의 비교

패션제품에 대한 생리적 반응과 주관적 심미성 측정치 간 연관

성을 분석하여 웨어러블 기기의 측정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을 위해 먼저, 자기기입식 설문에 의한 심미성 측정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측정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α)은 0.84로 나

타나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패션제품에 대한 심

미성 평가 문항의 개인별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생리적 반응

에 대한 측정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생리적 반응으로 심미성 평가

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서와 같이 피부전도도가 설문으로 측정된 심미성 평

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심박수의 영향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과 함께 패션제품의 심미

성 척도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

수를 확인하였으며, 회귀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

다. 추가적으로, 제품 선호에 생리학적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심박수의 변산도 선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박수 자체로는 심미성 평가나 제품 선호를 예

측할 수 없지만, 심박수의 변화는 제품에 대한 선호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제품

을 지각하는 과정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제

품의 외관에 대해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더라도 흥미를 느끼

지 못하면 심박수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웨어러블로 측정한 생리적 데이터는 

제품의 심미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선

행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이 심미적 감성을 유발하

는 데 특히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한다((Lindstrom, 2005). 본 연

구에서도 제품 형태에 의한 시각적 자극이 심미성을 유발함이 증

명되었다. 이는 제품, 점포, 웹사이트, 광고 디자인의 시각적 이미

지가 소비자의 심미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다수의 연구결과(Lee 

et al., 2011; Lee et al., 2018; Jang et al., 2015; Tuch et al., 

2010)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생리적 측정 

결과는 예술작품이나 사진을 감상할 때의 심미적 체험을 심박수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힌 Nakahara et al. (2009)의 연구나 피부전

기활동 증가로 증명한 Koelsch & Siebel (2005)의 연구와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차별되는 점은 연구 결과에서는 제품 심

미성 고저에 따른 심박수나 심박수 변산의 변화 자체는 관찰되지 

않았고, 심미성과 선호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피부

전기도 반응의 유의미한 결과를 제외하고 심박수 결과만을 고려할 

때, 제품의 심미성 자체는 생리적 반응을 유도할 수준의 자극은 되

지 않으나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아름다운 제품은 소비자 반응

을 이끌어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배

경을 생리학적 측정 방법의 양가성(valence)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심미성 반응이 심박수의 변

화를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는 심박수가 각성 

상태만을 반영함을 밝히고 있다(Park, 2011). 이는 긍정적(+), 부

정적(-) 각성 모두 심박수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미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태, 즉 미적 추함을 지각하였을 때에도 심박수

가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양가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다른 측정치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장 활동의 유의미한 변화는 심미성과 선호가 모

두 높은 제품에서만 관찰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긍정적 반응에서만 심박수의 변화를 확인한 것은 심미성이 유발하

는 긍정적 각성 상태로 볼 수 있다. 생리적 데이터로 심미성 지각

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제품에 대한 선호를 반영함으

로써 심미성 지각의 방향성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심미성 측정 연구를 확장했다 할 수 있다. 

심박수 외에도 심미성 수준에 따라 피부 전기 반응에 차이를 보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perceived aesthetics and preference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Perceived aesthetics Preference

Heart rate 0.06 0.10

Variability of heart rate 0.09 0.18*

SCL 0.20* 0.32*

Variability of SCL 0.29* 0.38*

R2 0.32 0.41
*p<0.05; SCL, skin conductance level; R2, explanatory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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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이나, 이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후속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웨어러블은 정교

한 생리적 측정도구에 비해 측정의 한계가 있다. 안정된 상태와 운

동 시 심박수 차이는 웨어러블에 의해 측정된 값에도 분명한 차이

를 찾아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심미적 자극에 의한 차이

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땀의 배출을 근거로 측정하는 피부 

전기도는 외부의 시각적 자극 외에도 온도나 기온, 심리상태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심미성 반응의 측정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심박수와 피부전기도

를 결합하여 제품에 대한 심미성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지

표를 개발하거나, 제품 브라우징 시간 등 다른 객관적 데이터를 심

미성 지각의 예측 변수로 투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심미성 조작을 위해 이용된 독특성 외 다른 디

자인 요소에 의해서 심미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도 확인되어야 한

다. 제품의 독특성이 심미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존의 연구

를 통해 밝혀졌지만, 또 다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쉽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소비자에게는 

독특성보다는 친숙성에 의해 심미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심박수나 

피부전기도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정확히 제품의 어떤 요인인 지

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심미성 반응을 추론할 수 있는 대체 지표

들을 활용하여 소비자 반응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소

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

이상에서 제품의 외형적 요소, 즉 디자인이 불러 일으키는 심미

성 반응을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하여 전통적 측정방법인 자기 기

입식 설문에 의한 측정과 비교하였으며, 두 측정 방법의 상관 정

도를 밝혔다. 연구 결과, 제품 형태의 독특성으로 심미성의 고저

가 조작된 자극물에 대해 응답자의 심박수나 심박수 변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미성과 응답자의 선호가 일치하는 제

품, 즉 심미성 수준과 선호가 모두 높은 제품과 심미성 수준과 선

호가 모두 낮은 제품들에 있어서는 심박수 변산의 차이가 존재하

여, 심미성과 선호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심박수 변산이 확대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미성이 높은 제품이 피부 전기도를 더 

크게 상승시키며, 피부 전기도 반응과 심미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가 관련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학문적, 사회적, 교육적 기여점과 활

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품의 구매의사

결정과정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뷰티 제품의 감성

적 반응은 주로 주관적 기입에 의해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미성이라는 감성적 반응을 생리학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

는 제품을 접하는 시점과 측정 시점의 거리가 먼 사후 측정을 보

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제품 초기 접점에서 소비자의 흥미 

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식 단계의 소비자 행

동에 있어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성은 인지적, 행위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Scherer, 1984), 문제인식 단계에서 유발된 감성이 소비자 의사

결정과정의 이성적 탐색과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웨어러블이라는 새로운 측정 방법에 도전한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수용하여, 기존의 복

잡한 장치에 의존했던 생리적 데이터 측정을 보다 간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시

도된 측정 방법을 다른 제품군이나 연구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산업계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착용

자의 생리적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는 대부분 사

용자의 위치도 추적하는 기능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위치 정보를 종합하여 보다 개인화된 

타겟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상점이나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현재의 서비스 수

준에서 나아가, 소비자 주변의 제품 중에서도 흥미를 느끼는 제품

들에 대해서만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타겟 마케팅은 앞

으로 더 정교하고 진보된 웨어러블 기기가 사용화되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 연계된 활용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소비자 반응 분

석에 본 연구에서 도입한 기술적 시각을 교육 과정에 이용하는 것

이다. 제품 디자인 관련 교과과정에서 제품 외관에 대한 미적 평

가에 본 연구의 측정방법을 도입하면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관

찰할 수 있다. 특히 패션제품 평가 시에는 타인의 착용 모습을 직

접적으로 평가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웨어러블 기기

를 통한 측정으로 반응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면 제품 디자인

에 반영하기 용이해 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비자의 반응에 

기반하여 미적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구현할 수 있으며, 소비자 친

화적인 시각을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산업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강의로 확대 가능하며, 

향후 기술•공학과 패션의 융합 교육과정 개설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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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패션제품에 대한 심미성 반응 측정도구로서 웨어러블의 가능성 탐구

박지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는 제품 외관의 심미성 변화(고 vs. 저)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자기기입식 설문에 대한 응답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반응의 새로운 측정도구로서 웨어러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과학적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향수 제품을 대상으로 외관의 심미성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을 자극물로 개발한 후, 참가자를 심미성 

고/저 자극물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웨어러블 기기와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심미성 지각 반응을 측정하였다. 결과: 심미성 고저에 따

른 심박수, 심박수의 변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제품에 대한 선호와 심미성 고저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어 심

미성이 높고 개인의 선호에도 부합하는 제품은 심박수 변산을 확대함이 관찰되었다. 심미성이 높은 제품은 낮은 제품에 비해 피부

전도도의 상승을 더 많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데이터 중 피부전도도만이 심미성 지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상관관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 심미성에 차이를 보이는 제품들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도 차이를 보이고, 자기기입식 설문과의 연관

성이 관찰됨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의 심미성 반응 측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제품군으로 결과를 확대하고, 소비

자를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심미성, 웨어러블, 심박수, 피부전도도, 생리적 측정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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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时尚产品的审美反应测定工具Wearables的可行性研究 
 
朴志修 
首尔大学生活科学研究所，首尔，韩国

目的: 本研究通过根据产品外观定量测量对美学差异（高与低）的生理反应，探索Wearables设备作为衡量消费
者对产品反应的新工具的潜力；我们还检查了生理测量值与自我报告的反应之间的相关性。方法: 在将香料产品
用作刺激剂后，我们根据其高低审美的方面将它们分为两组。此外，我们将参与者随机分配到这两个组之一。
浏览产品时，根据对香水美学的看法，参与者使用Wearables设备测量其心跳和皮肤电反应。我们还通过自我报
告的调查收集了参与者的反馈。结果: 心率和心率变异性对感知美感的反应差异无统计学意义。但是，我们确实
观察到了产品偏好与感知美学之间的相互作用。通过调查发现，具有较高美学和个人偏爱的产品引起更大的心
率变异性：此类产品还倾向于引起更多的皮肤电反应。在生理数据中，发现皮肤电导率与感知美感的主观评估
最相关。结论: 我们确认生理反应根据产品外观的美学水平而有所不同，并且与自我报告的感知美学一致。这些
结果可以扩展到各种产品组，并用于对消费者进行营销。

关键词: 审美性，Wearables，心率，皮肤电导率，生理测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