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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Previous emotion studies revealed the two core affective dimensions of valence and arousal using affect-eliciting 

stimuli, such as pictures, music, and videos.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ASMR), a type of stimuli that 

has emerged recently, produces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almness. We explored whether ASMR could 

be represented on the core affect dimensions. In this study, we used three affective types ASMR (negative, neutral, 

and positive) as stimuli. Auditory ASMR videos were used in Study 1, while auditory and audiovisual ASMR 

videos were used in Study 2.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how they felt about the ten adjectives using five-point 

Likert scales.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and classific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MDS 

showed that distinctions between auditory and audiovisual ASMR videos were represented well in the valence 

dimension.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ed that affective conditions within and across 

individuals for within- and cross-modalities. Thus, we confirmed that the affective representations for individuals 

could be predicted and that the affective representations were consistent between individua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SMR videos, including other affect-eliciting videos, were also located in the core affect dimension space, 

supporting the core affect theory (Russel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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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정서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유발자극을 이용한 정서 차원 연구들을 통해 쾌불쾌 차원(valence)과 각성 차원

(arousal)이란 두 가지의 핵심정서(core affect) 차원을 밝혔다. 최근 등장한 ASMR은 심리  안정감, 편안함 등의 

정서를 유발하는데, 이런 새로운 자극 한 핵심정서차원에 치하는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정서표상은 어떤 양상

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3가지 정서유형(부정, 립, 정)으로 구분한 ASMR 상을 자극으로 

사용하 다. 연구1에서는 청각 ASMR, 연구2에서는 청각  시청각 ASMR을 자극으로 사용하 고, 각 자극마다 

10가지의 형용사에 해 5  리커트 척도로 정서경험을 보고받았다. 자료수집 이후 다차원척도법과 분류분석을 실시

하 다. 다차원척도법 결과, 청각  시청각 ASMR 모두 핵심정서차원인 쾌불쾌 차원에서 잘 구분되었다. 분류분석 

결과, 동일한 감각양상  서로 다른 감각양상의 ASMR에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 구분과 참가자들간 정서표

상 구분이 잘 이 졌다. 종합 으로 본 연구는 다른 정서유발자극들과 같이 ASMR 한 핵심정서차원에 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에서 기존의 Russell(1980)의 핵심정서차원 이론을 지지한다. 한, 감각양상에 상 없이 ASMR

에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이 측가능하며, 참가자들의 정서표상이 일 이라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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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은 먹는 방송, 자연음( : 도소리), 롤

이형 ASMR 등 다양한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SMR이란 자율 감각 쾌감 반응으로 직역

되는 하나의 신조어이다. 한, ASMR은 사람에게 심

리  안정감이나 쾌감(tingle)을 주는 특정 소리  

상(Sin & Yun, 2019)이나, ASMR 비디오 시청자가 청

각, 시각  각 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따끔거리는

(tingly) 신체  반응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유사 과학 

용어(Smith & Snider, 2019)로 지칭된다. ASMR 컨텐츠

는 스트리  랫폼( : AfreecaTV Twitch), 동 상 

랫폼( : Youtube, Vimeo, 카카오TV 등)에서 활발히 

만들어져 소비되고 있으며, 고 등의 분야에서도 

ASMR을 활용하고 있다. 2018년 유튜  인기 ASMR 

채 들은 평균 60만~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 이

며, 2017년 1분기 유튜  고 집행  조회 수 순 에

서 ASMR 고가 1 로 선정되는 등(Sin & Yun, 2019), 

재 ASMR 컨텐츠는 큰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ASMR 상에 한 심리학  연구 역시 시작

되고 있다. 쾌감(Tingling sensation)이 활성화되는 뇌 부

에 한 뇌 상연구(Lochte et al., 2018), ASMR 경험에 

따른 심리사회  웰빙의 증진에 한 상학  연구

(Ko Wai, 2020), ASMR 경험이 마음챙김(Mindfulness)

에 정  효과가 있다는 연구(Fredborg et al., 2018), 

ASMR에 따른 생리  변화의 련성에 한 연구

(Poerio et al., 2018) 등이 최근 진행되었다. 그에 반해 

재 국내에서는 심리학  ASMR 연구가 아직 활발히 

이 지지 않았다. 이 부터 연구되어오는 사진

(Baucom et al., 2012; Codispoti et al., 2001; Gomez et 

al., 2004), 소리(Bradley & Lang, 2000; Larsen et al., 

2003; Viinikainen et al., 2012), 음악(Gomez & Danuser, 

2004; Kim et al., 2017; Kim & Wedell, 2016), 비디오 

 화(Botien, 1998; Gomez et al., 2005; Kim et al., 

2017), 안내 이미지/기억 회상(Chanel et al., 2007; 

Gomes et al., 2013; Kensinger & Corkin, 2004), 얼굴

(Kim, 2021) 등 일반 인 정서 련 자극은 많은 과학  

연구가 진행된 반면, 아직 국내에는 ASMR에 한 행

동, 생리, 뇌 상 등의 심리학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기에, 재 심리 인 효과를 기 하여 

ASMR을 활용하는 경우, 과학 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ASMR을 하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던 자극들과 다르게 ASMR은 내

용 인 의미를 강조하는 요소가 독특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ASMR 소리  상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주변 배경에

서의 환경 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Smith & Snider, 

2019),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ASMR 유발 자극은 속삭

임, 개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선명한 소리  느린 

움직임 등의 요소를 갖는다(Barratt & Davis, 2015). 이

러한 의미 인 요소가 주 내용이며, 강조된다는 이 

ASMR이 갖는 독특한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

소를 바탕으로 ASMR 자극의 내용에 따라 여러 유형으

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에 한 시로 롤 이형, 

마찰음, 입소리 등이 있다(Sin & Yun, 2019). 따라서, 

ASMR이라는 새로운 자극의 효율  활용을 해서 

이를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과학 인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일반 인 정서유발자극이 정서차원에 어떻게 표상

되는지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다차원척도법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이용한 기존의 정서

유발자극 상 정서 차원 연구에서 첫 번째 차원은 쾌

불쾌 차원(valence), 두 번째 차원은 각성 차원(arousal)

이란 두 가지의 핵심정서(core affect)의 차원이 밝 졌

다(Russell, 1980; Russell & Barrett, 1999). 본 연구에서

는 연구1에서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새로운 정서유발자

극으로 청각 ASMR 자극 한 Russell(1980)의 핵심정

서차원에 치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한, 분류분

석(Classification)을 통해 청각 ASMR 자극에 한 참가

자 개인의 정서표상이 측가능한지, 청각 ASMR 자극

에 한 참가자들의 정서표상이 일 인지 확인하고

자 하 다. 다양한 정서유발자극이 핵심정서차원에 

치한다는 선행연구(Baucom et al., 2012; Kim et al., 

2017; 2020; Sachs et al., 2018; Peelen et al., 2010)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극인 ASMR 역시 두 가지의 정서 

차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ASMR

의 특성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  각성이 낮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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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성 차원에서는 자극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부분 이완과 가까울 

것이라고 가정하 고, 반 로 쾌불쾌 차원에서는 자극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상하 다.

연구1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차원을 설명하기 한 

요소로 자극의 감각양상이 고려된다. 연구1에서는 청

각 ASMR만을 자극으로 사용하 는데, 실생활에서 사

용되는 ASMR은 청각 뿐만 아니라 시청각, 각 등 다

양한 감각양상을 가지고 있다(Smith & Snider, 2019; 

Sin & Yun, 2019). 한, 핵심정서이론에서 정서유발자

극에 한 정서표상이 자극의 감각양상에 따라 일반

인지, 는 차이를 갖는지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Kim et al., 2017; Shinkareva et al., 2014). 핵심정서

이론은 정서처리과정을 크게 두 가지의 기능  하 체

계로 설명한다(Barrett & Bliss-Moreau, 2009). 첫 번째 

하 체계는 서로 다른 감각양상에 한 정보를 통합하

는 감각 통합 네트워크(sensory integration network)이

다. 이 네트워크는 상에 한 경험 의존 이고 가치

기반 인 표상을 이끄는데, 이러한 표상은 물체의 외부

인 감각특징( : 시각, 청각)과 신체에 주는 향에 

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즉, 어떤 상의 특정한 

감각특징에 따른 향에 한 정보를 담은 표상을 이

끈다. 두 번째 하 체계는 물체에 한 자율, 내분비 

 행동 인 반응을 이끄는 기능 회로의 일부인 내장

운동 네트워크(visceromotor network)이다(Barrett & 

Bliss-Moreau, 2009). 앞선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고려

하여, 주어진 자극들의 감각양상들에 따른 정서표상이 

일반 인지 는 감각양상간 특징 인지에 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감각 통합 네트워크는 각 감각양상

에 응하여 정서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을 갖기에

(Kim et al., 2017), 이 네트워크를 따른다면, ASMR에 

한 정서표상이 ASMR의 감각양상에 따른 차이를 보

일 것이다. 반면 내장운동 네트워크를 지지한다면, 이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감각양상들간 공유되는 방식으

로 정서를 처리하기에(Kim et al., 2017), ASMR에 한 

정서표상이 감각양상에 상 없이 일 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감각양상에 따른 정서표상을 확인하기 해 연구2

를 진행하 다. 연구2에서는 다른 감각양상의 형태인 

시청각 ASMR을 연구1에서 사용하 던 청각 ASMR과 

함께 정서유발자극으로 사용하 다. 연구1과 유사하게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서로 다른 감각양상을 지닌 

ASMR이 Russell(1980)의 핵심정서차원에 치하는지, 

분류분석을 통해 ASMR에 한 참가자의 정서표상이 

측가능한지, 마지막으로 ASMR에 한 참가자들의 

정서표상이 일 인지 확인하고자 하 다.

ASMR이 핵심정서차원에 치하는지, 각 참가자 개

인의 정서표상을 측하거나 참가자들의 정서표상이 

일 인지 확인하기 해 다변량 분석방법인 다차원

척도법과 분류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다

차원척도법은 심리학  신경과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으며, 행동 데이터와 단일 세포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사용되어 왔다(Shinkareva et al., 2013). 

그리고, 다차원척도법은 각 객체 간 유사성 자료를 이

용하여 데이터의 계와 구조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원래의 차원보다 낮은 차원에 치시켜 데이터의 계

성과 구조를 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분류분석은 특히 인지신경과학 분야에서 리 사용

되고 있는(Baucom et al., 2012; Haynes & Rees, 2006) 

머신러닝 방법  하나이며, 일변량분석과 같은 기존의 

통계분석방법과 분석의 방향성이 정반 라는 큰 차이

를 보인다.

기존의 일변량분석이 해당되는 인코딩 분석

(encoding analyses)은 서로 다른 집단을 통해 각 집단

의 자료의 차이를 검증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변량분석은 주로 측정된 자료를 요약하여 서

로 다른 조건 는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해 사용

되는데, 조건 간 차이와 같은 추세를 측정하기에 용이

하기 때문이다. 한, 측정되었던 각각의 변수들 마다 

조건 는 집단 간의 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이다. 하지만, 자료를 요약하면

서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과 여러 번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그에 따라 오류 수 이 증가하게 되는 다  비교 

오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코딩 분석은 각 집단 

는 조건을 정하고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 는 조건 간 

추세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와 반

되는 방향으로 자료들을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이 디코딩 분석(decoding analyses)이다. 분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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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코딩 분석으로 다양한 여러 자료들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  측을 시도한다는 에

서 기존 분석방법과는 반 되는 방향성을 보인다

(Weaverdyck et al., 2020). 다차원척도법과 분류분석, 

두 가지 방법 모두 변량분석에 비해 특정한 변수에 의

한 집단 는 조건 간 추세 악에 용이하지 않다. 하지

만, 모든 측정치를 한 번에 고려하기 때문에 자료가 주

는 정보의 손실이 다는 장 을 지닌다(Haynes & 

Rees, 2006). 한, 여러 번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그에 

따라 오류 수 이 증가하게 되는 다  비교 오류를 범

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Haynes & Rees, 2006). 따

라서 본 연구 목 에 부합하도록 자료의 손실의 으

며, 패턴을 악하는 다변량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ASMR에 한 정서표상을 확인하고

자 두 번의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1에서는 청각 

ASMR이 핵심정서차원에 치하는지,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이 분류가능한지, 참가자들의 정서표상이 일

인지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2에서는 청각과 시

청각이라는 서로 다른 감각양상의 ASMR이 핵심정서

차원에 치하는지,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이 분류가

능한지, 참가자들의 정서표상이 일 인지, ASMR의 

감각양상을 고려하여 확인하고자 하 다. 청각 ASMR

은 다른 정서유발자극과 같이 핵심정서차원에 치하

며,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이 잘 구분될 것, 참가자들

의 정서표상이 일 일 것으로 상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감각양상에 따른 차이 없이 일

일 것으로 상하 다(Chikazoe et al., 2014; Kim et al., 

2017; Peelen et al., 2010). 한, 감각양상이 ASMR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차원이 될 것으로 상하 다.

2. 연구 1

2.1. 연구방법  차

2.1.1. 연구참가자

온라인 Google 설문지를 통해 총 35명(남:11, 여:24)

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 으며, 본 연구는 북 학

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1.2. 실험자극

실험에 사용한 모든 상은 Youtube에서 조회수(1만 

이상)와 게시기간(2017년 이후)을 기 으로 연구자가 

선정하 으며 기 에 부합하는 ASMR 상들에 해, 

학부생  석사과정생이 각각 동일한 상들을 시청한 

후 이를 각 정서조건으로 분류하 다. 부정, 립, 정 

정서 당 각 10개, 총 30개 상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하기  상의 길이는 1분, 화면은 검은색 

이미지로 가리고, 소리 크기를 정규화하여 사용함으로

써 청각자극에 시각 인 요소와 상의 길이와 같은 다

른 특성이 주는 향을 최소화하 다. 정서평정을 해 

Kim & Min(2004)에서 정서경험 측정을 해 사용하

던 정서와 이에 부합하는 형용사를 참고하 다. 본 연구

에서는 분노, 슬픔, 불안, 평온한, 기쁨/즐거움의 5개 정

서에 부합하는 형용사를 각 정서마다 2개씩 10가지 형

용사(화난다, 두렵다, 짜증난다, 즐겁다, 평온하다, 기쁘

다, 슬 다, 불안하다, 서 다, 편안하다)를 사용하

으며, 1 (  그 지 않다)부터 5 (매우 그 다)인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Kim & Min, 2004).

2.1.3. 연구 차

참가자들은 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실험을 실

시하 으며, 온라인 구  설문지는 총 33개의 페이지

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참가자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연구에 한 설명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한 동의/비

동의를 선택하 으며 실험참여시간을 기록하게 하

다. 그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두 번째 페이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Participants watched one auditory

ASMR video and rated for 10 adjectives, and they conducted

this trial repeatedly for total of 30 ASMR videos. Trials were

presented in a random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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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성별, 연령과 같은 인 사항을 기록하 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한 가지의 상과 10가지의 형용사

가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한가지의 상을 시청한 후 

10가지의 형용사에 한 정서평정을 실시하 으며, 이

러한 차가 30개 모두 시청할 때까지 반복 진행하

다(Fig. 1). 상과 10가지 형용사는 무선 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마지막 33번째 페이지는 연구의 종료에 

한 안내가 제시되었다.

2.1.4. 분석

분류분석

자극을 정서유형별( 정, 부정, 립)로 분류하기 

해 참가자내 분류(within-participant classification)  

참가자간 분류(cross-participant classification)를 실시

하 다. 각 자료는 훈련집단(training set)과 검증집단

(test set)으로 나 어진 후, 훈련집단의 정서평정자료와 

각 상의 정서유형을 Support Vector Machine (SVM) 

모델에 훈련(training)시킨 후, SVM모델을 분류기로 사

용하여 검증집단에 한 검증(test)을 실시하 다. 첫 

번째로, 청각 ASMR 상에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

표상의 구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해 참가자

내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참가자내 분류분석은 30개 

청각 ASMR 자극에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평정자료 

 1가지 자극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제외하여 검증

집단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29개 상에 한 정서평

정자료를 훈련집단으로 사용하 다. 훈련집단의 정서

유형을 SVM 모델에 학습시킨 후, 검증집단에 한 검

증을 실시하 다. 이 과정을 모든 자극에 해 반복하여 

참가자별 정확도(accuracy)를 계산하 으며, 이 과정을 

모든 참가자에게 반복하 다. 이후, 이항확률분포를 이

용하여 모든 참가자의 참가자내 분류분석 평균 정확성

에 해 우연수  내 유의수  검증을 실시하 다.

두 번째로, 상 시청에 따른 참가자 간 정서표상의 

유사함을 확인하기 해 참가자간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체 35명의 참가자  1명의 참가자의 각 상

에 해 10가지 형용사를 평가한 수, 총 30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검증집단으로 사용하 고, 검증

집단을 제외한 34명의 각 상에 한 10가지 형용사

를 평가한 수, 총 1020(34명 × 상 30개)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훈련집단으로 사용하 다. 이후 

훈련집단의 정서유형을 SVM 모델에 학습시킨 후, 남

겨진 한 참가자의 자료에 해 검증을 실시하 다. 편

향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해 모든 참가자

가 1번씩 검증집단 역할이 되도록 와 같은 차를 

35회 반복하는 35겹 교차검증(35-fold cross-validation)

을 실시하 다. 참가자내 분류분석과 마찬가지로, 이항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참가자간 분류분석의 평균 정확

성에 해 우연수  내 유의수  검증을 실시하 다.

다차원척도법

각 상의 정서 범주(부정, 립, 정)가 핵심정서차

원  쾌불쾌 차원에 치하는지 탐색하기 해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먼  참가자 개인이 실

시했던 각 상의 정서평정자료에 한 상 분석을 실시

하 고, 이러한 차를 모든 참가자에게 실시하 다. 총 

35개의 상  매트릭스를 평균하여 30×30의 상간 상  

매트릭스를 도출하 으며 이를 상간 유사성 자료로 이

용하 다. 추가 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디자인 매

트릭스(Table 1)로 Procrustes 회 을 실시하 다. 한, 

각 정서(부정, 립, 정) 상의 MDS 좌표값과 쾌불쾌 

차원으로 추정되는 1차원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해 

디자인 매트릭스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1).

이후, 정서평정에 사용된 형용사들과 다차원척도법

을 통해 추출된 차원 간 계를 악하기 해 다 선

형회귀분석 기반 vector fitting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하

다. 각 참가자들이 상을 시청하며 평가한 각 형용

사 수를 모든 참가자들에 해 평균하 고, 각 상

에 해 평정된 각 형용사의 평균값을 얻었다. 이후 

MDS를 통해 표 된 다차원 공간상에서 각 상의 좌

표값을 독립변수, 각 형용사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이 형용사의 횟수만큼 반복실시되었다. 이러

한 차를 통해, 얻어진 형용사에 한 각 차원의 회귀

Condition Valence

Positive video 1

Neutral video 0

Negative video -1

Table 1. Design matrix of auditory ASMR videos in Stud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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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와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다차원척도

법으로 ASMR 자극이 표 된 다차원 공간상에 10가지 

형용사들을 표 하 다.

2.2. 결과  논의

2.2.1. 상  매트릭스

청각 ASMR 상에 한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기 

해,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토 로 각 참가자 

마다 상간 상 분석을 실시하 고, 도출된 35개의 

상 계수를 평균함으로써 상  상  매트릭스를 도

출하여 유사성 자료로 활용하 다(Fig. 2).

2.2.2. 다차원척도법  vector fitting

2차원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청각 ASMR 상은 핵심

정서차원에 치했으며, 부정, 립, 정 상 간 1차원

에서 구분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Fig. 3). 회

된 각 정서(부정, 립, 정) 상의 MDS 좌표값과 디자

인 매트릭스에 해 실시된 상 분석 결과, Pearson 상

계수는 0.7638, p < .001, 임을 확인하 다. 결론 으로 

청각 ASMR 상이 핵심정서차원  쾌불쾌 차원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 고, 다른 정서유발자극과 마찬

가지로 핵심정서차원에 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한 vector fitting의 결과로 정형용사와 정에 해당

하는 상의 방향 간 매칭, 부정 형용사와 부정에 해당하

는 상의 방향 간 매칭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1차원은 

쾌불쾌 차원임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3).

2.2.3. 분류분석

참가자내 분류분석 청각 ASMR 상에 한 참가자 

개인의 주 인 정서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서평정자료로 정서를 올바르게 분류할 정확성은 

0.4010로 우연수 인 0.3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지 않

았다(Fig. 4, top), p > .05. 이와 다르게, 청각 ASMR 

상에 한 주 인 정서로 참가자간 구분이 잘 이

루어졌으며 정서평정자료로 정서유형을 올바르게 분

류할 정확도는 0.4905로 우연수 인 0.33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았다(Fig. 4, bottom), p < .001. 이를 통해 청

각 ASMR 자극에 한 정서표상은 참가자간 일 이

라는 것을 확인하 다. 

종합 으로, 연구1은 청각 ASMR 상이 Russell 

(1980)의 핵심정서차원에 치하는지에 하여 정서평

정자료를 기반으로 다차원척도법과 vector fitting 방법

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정서평정자료를 통해 정서유형

에 한 정보를 밝힐 수 있는지 여부를 분류분석을 통

해 알아보았다. 이에 한 결과로 청각 ASMR 상은 

일반 인 정서 자극과 비슷하게 핵심정서차원의 쾌불

쾌 차원에 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 참가자내 

분류분석을 통해 참가자별로 정서유형에 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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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sualization of average correlation matrix between 

auditory ASMR videos 

Fig. 3. Rotated multidimensional scaling solution with vector 

fitting. X axis represented valence according to the design 

matrix (Table 1). ‘r’ indicated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esign matrix values and rotated MDS solutions. 

Circles indicated each ASMR videos, and colors indicated each

condition of 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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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고 정서표상을 측하지 못하 지만, 참가자간 

분류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서경험은 참가자간 유사하

게 표상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연구1의 결과는 1차원인 쾌불쾌 차원만을 설

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청각만이 아닌 시각이나 각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ASMR 자극들의 

정서 표상을 설명하기 어렵다(Smith & Snider, 2019; 

Sin & Yun, 2019). 이에, 2차원(감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 이에 따라 연구2에서

는 새로운 감각양상으로써 시청각 ASMR 상을 포함

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 다. 

3. 연구 2

3.1. 연구방법  차

3.1.1. 연구참가자

온라인 구  설문지를 통해 총 33명(남:6, 여:27)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 으며, 본 연구는 북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3.1.2. 실험자극

실험자극으로 상은 부정, 립, 정 정서 당 각 

10개, 총 30개 상이 청각, 시청각 감각양상 조건별로 

비되어 총 60개 상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청각 

ASMR 상은 연구1에서 사용하 던 자극을 동일하게 

사용하 다. 청각 상의 화면은 검은색 이미지로 가리

고, 소리 크기를 정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청각 자극의 

시각 인 요소와 상의 길이와 같은 다른 특성이 주

는 향을 최소화하 다. 시청각 ASMR 상은 청각 

ASMR 소리에 알맞은 시각 상의 장면을 결합하여 

사용하 다( :  밟는 소리의 청각 자극의 경우, 을 

밟고 있는 상의 시각 인 장면과 결합하 다). 이때, 

시각 인 장면은 청각 상과 싱크가 맞는 시각자극을 

결합하여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하기  모든 상의 

길이는 30 로 동일하게 하 으며, 정서평정을 해 

사용한 형용사와 척도는 연구1과 동일하다.

3.1.3. 연구 차

참가자들은 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실험을 실

시하 으며, 온라인 구  설문지는 총 63개의 페이지

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참가자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연구에 한 설명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한 동의/비

동의를 선택하 으며 실험참여시간을 기록하게 하

다. 그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두 번째 페이

지에서 성별, 연령과 같은 인 사항을 기록하 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한가지의 상과 10가지의 형용사

가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한가지의 상을 시청한 후 

10가지의 형용사에 한 정서평정을 실시하 으며, 이

러한 차가 60개 모두 시청할 때까지 반복 진행하

다(Fig. 5). 상과 10가지 형용사는 무선 인 순서로 

Fig. 4. Results of within-participant classification (top) and 

cross-participant classification (bottom). Each bar indicated 

individual accuracy, sorted in a descen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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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30개 청각 상을 사용했던 연구1과 다르

게 연구2는 감각양상(시청각, 청각) 당 30개, 총 60가지

의 상이 사용되었다는 을 제외하면, 연구1에서 수

행한 연구 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3.1.4. 분석

분류분석

자극을 정서유형별( 정, 부정, 립)  감각양상별

(청각, 시청각)로 분류하기 해 참가자내 감각양상내 

분류분석(within-participant within-modal classification), 

참가자내 감각양상간 분류분석(within-participant cross- 

modal classification), 참가자간 감각양상내 분류분석

(cross-participant within-modal classification), 참가자간 감각

양상간 분류분석(cross-participant cross-modal classification)

을 실시하 다. 연구1과 동일하게 각 자료는 검증집단

과 훈련집단으로 나 어진 후, SVM모델을 분류기로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첫 번째로, ASMR 상 

시청에 따른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의 구분이 동일한 

감각양상의 상에 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해 참가자내 감각양상내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참가

자내 감각양상내 분류분석은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평

정자료 에서 동일한 감각양상에 속한 30개 상  

1가지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제외하여 검증집단

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29개 상에 한 정서평정

자료를 훈련집단으로 사용하 다. 훈련집단의 정서유

형을 SVM 모델에 학습시킨 후, 검증집단에 한 검증

을 실시하 다. 이 과정을 모든 참가자에 해 반복하

으며, 두 감각양상에 해 개별 으로 시행된 후 두 

정확도의 평균을 내어 해당 참가자의 정확도로 구성되

었다. 두 번째로, ASMR 상 시청에 따른 참가자 개인

의 정서표상의 구분이 서로 다른 감각양상의 상에 

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해 참가자내 감각양

상간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참가자내 감각양상간 분

류분석은 참가자 개인의 정서평정자료  동일한 감각

양상에 속한 30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검증집

단으로 사용하 고, 검증집단에 사용된 상들과 다른 

감각양상에 속한 30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훈

련집단으로 사용하 다. 훈련집단의 정서유형을 SVM 

모델에 학습시킨 후, 검증집단에 한 검증을 실시하

다. 이 과정을 모든 참가자에 해 반복하 으며, 두 

감각양상이 1번씩 검증집단 역할이 되도록 와 같은 

차를 2번 시행한 후, 두 정확도의 평균을 계산하여 

해당 참가자의 정확도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로, 

ASMR 상 시청에 따른 참가자 간 정서표상이 동일한 

감각양상의 상에 해 유사함을 확인하기 해 참가

자간 감각양상내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체 33명의 

참가자  1명의 참가자의 정서평정자료  동일한 감

각양상의 30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검증집단

으로 사용하 고, 검증집단을 제외한 32명의 정서평정

자료  검증집단과 동일한 감각양상의 상, 총 

960(32명 × 상 30개)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훈련집단으로 사용하 다. 이후 훈련집단의 정서유형

을 SVM 모델에 학습시킨 후, 남겨진 한 참가자의 자료

에 해 검증을 실시하 다.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 것

을 방지하기 해 모든 참가자가 1번씩 검증집단 역할

이 되도록 와 같은 차를 33회 반복하는 33겹 교차

검증을 실시하 으며, 두 감각양상에 해 개별 으로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ASMR 상 시청에 따른 참

가자 간 정서표상이 서로 다른 감각양상에 해 유사

함을 확인하기 해 참가자간 감각양상간 분류분석을 

실시하 다. 체 33명의 참가자  1명의 참가자의 정

서평정자료  동일한 감각양상의 30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검증집단으로 사용하 고, 검증집단

을 제외한 32명의 정서평정자료  검증집단과 다른 

감각양상의 상, 총 960(32명 × 상 30개)개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훈련집단으로 사용하 다. 이후 

Fig. 5. Experimental procedure. Participants watched one 

ASMR video and rated for 10 adjectives, and they conducted

this trial repeatedly for total of 60 ASMR videos. Trials were 

presented in a random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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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집단의 정서유형을 SVM 모델에 학습시킨 후, 남

겨진 한 참가자의 자료에 해 검증을 실시하 다. 편

향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해 모든 참가자

가 1번씩 검증집단 역할이 되도록 와 같은 차를 

33회 반복하는 33겹 교차검증을 실시하 으며, 두 감

각양상이 1번씩 검증집단 역할이 되도록 와 같은 

차를 2번 시행하 다. 이후 이항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참가자내 감각양상내 분류분석, 참가자내 감각양상간 

분류분석, 참가자간 감각양상내 분류분석, 참가자간 감

각양상간 분류분석의 정확성에 해 우연수  내 유의

수  검증을 실시하 다.

다차원척도법

감각양상과 상 없이 각 상의 정서 범주(부정, 

립, 정)가 핵심정서차원  쾌불쾌 차원에 치하는

지, 각 상이 해당하는 정서 범주와 상 없이 감각양

상(청각, 시청각)에 따라 한 차원 안에서 ASMR 상이 

범주화 되는지 탐색하기 해 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 다. 연구1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60×60의 

상간 상  매트릭스를 도출하 으며 이를 상간 유

사성 자료로 이용하 다. 추가 으로 연구자가 정한 디

자인 매트릭스(Table 2)를 이용한 Procrustes 회 을 실

시하 다. 한, 각 정서(부정, 립, 정) 상의 MDS 

좌표값과 쾌불쾌 차원으로 추정되는 차원 간, 각 감각

양상(청각, 시청각) 상의 MDS 좌표값과 감각양상 차

원으로 추정되는 차원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해 

디자인 매트릭스와 상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2).

이후, 연구1과 동일하게 vector fitting으로 추가분

석을 실시하 고, 다차원척도법으로 ASMR 자극이 

표 된 다차원 공간상에 10가지 형용사들을 표 하

다.

3.2. 결과  논의

3.2.1. 상  매트릭스

ASMR 상에 한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기 해,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를 토 로 각 참가자마다 

상간 상 분석을 실시하 고, 도출된 33개의 상 계수

를 평균함으로써 상간 상  매트릭스를 도출하여 유

사성 자료로 활용하 다(Fig. 6).

3.2.2. 다차원척도법  vector fitting

2차원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분석 후, 디자인 매트릭

스(Table 2)를 이용한 Procrustes 회  결과를 통해 

ASMR 상은 핵심정서차원에 치했으며, 정서유형

인 부정, 정, 립 상 간 2차원에서 구분이 잘 이루

어졌고, 감각양상인 청각, 시청각 상 간 1차원에서 

구분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Fig. 7). 각 정서(부정, 

립, 정) 상의 MDS 좌표값과 디자인 매트릭스에 

해 실시된 상 분석 결과, Pearson 상 계수는 

0.7470, p < .001, 각 감각양상(청각, 시청각) 상의 

MDS 좌표값과 디자인 매트릭스에 해 실시된 상 분

석결과, Pearson 상 계수는 0.2927임을 확인하 다, p 

< .05. 결론 으로 감각양상과 상 없이 ASMR 상이 

핵심정서차원  쾌불쾌 차원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확

인하 고, 다른 정서유발자극과 마찬가지로 핵심정서

차원에 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한, 1차원은 

Condition Valence Modality

Auditory positive video 1 -1

Auditory neutral video 0 -1

Auditory negative video -1 -1

Audiovisual positive video 1 1

Audiovisual neutral video 0 1

Audiovisual negative video -1 1

Table 2. Design matrix of ASMR videos in Study 2 

Fig. 6. Visualization of average correlation matrix between 

auditory and audiovisual ASMR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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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유형과 련없이 상의 감각양상을 설명하는 차

원으로 확인되었다. 추가 으로 실시한 vector fitting의 

결과로 정 형용사와 정에 해당하는 상의 방향 

간 매칭, 부정 형용사와 정에 해당하는 상의 방향 

간 매칭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2차원은 쾌불쾌 차원임

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 7).

3.2.3. 분류분석

참가자내 감각양상내 분류분석의 결과로 동일한 감

각양상에 속한 ASMR 상에 한 참가자 개인의 주

인 정서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각 ASMR 

상의 경우 정서평정자료로 정서를 올바르게 분류할 

정확성은 0.4222로 우연수 인 0.33에 비해 유의미하

게 높지 않았으며(Fig. 8, top), p > .05, 시청각 ASMR 

상의 경우 정확성은 0.4283로 우연수 인 0.33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Fig. 8, bottom), p > .05.

참가자내 감각양상간 분류분석의 결과로 서로 다른 

감각양상에 속한 ASMR 상에 한 참가자 개인의 

주 인 정서의 구분이 잘 이루어졌다. 참가자 개인의 

청각 ASMR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로 시청각 

ASMR 상의 정서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할 정확성은 

0.5182로 우연수 인 0.3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Fig. 9, top), p < .05, 참가자 개인의 시청각 ASMR 상

에 한 정서평정자료로 청각 ASMR 상의 정서유형

을 올바르게 분류할 정확성은 0.5091로 우연수 인 0.33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Fig. 9, bottom), p < . 05. 이

는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이 서로 다른 감각양상간 일

인 양상을 보이며, 측 가능함을 의미한다.

참가자간 감각양상내 분류분석의 결과로 동일한 감

각양상에 속한 ASMR 상에 한 주 인 정서로 

참가자간 구분이 잘 이루어졌다. 청각 ASMR의 경우 

정서평정자료로 정서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할 정확성

은 0.5101로 우연수 인 0.3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

으며(Fig. 10, top), p < .001, 시청각 ASMR의 경우 정확

성은 0.5152로 우연수 인 0.3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

Fig. 8. Results of within-participant within-modal classification.

Each figure showed the results of auditory (top) and audiovisual

(bottom) conditions. Each bar indicated individual accuracy, 

sorted in a descending order 

Fig. 7. Rotated multidimensional scaling solution with vector 

fitting. X axis represented modality and y axis represented 

valence according to the design matrix (Table 2). ‘r’ indicated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esign matrix values 

and rotated MDS solutions. Circles indicated auditory ASMR 

videos, and triangle indicated audiovisual ASMR videos. Colors 

indicated each condition of 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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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Fig. 10, bottom), p < .001. 이는 동일한 감각양상 

안에서 참가자간 정서표상이 일 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간 감각양상간 분류분석의 결과

로 서로 다른 감각양상에 속한 ASMR 상에 한 주

인 정서로 참가자간 구분이 잘 이루어졌다. 참가자

들의 청각 ASMR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로 다른 

참가자에 한 시청각 ASMR 상의 정서유형을 올바

르게 분류할 정확성은 0.5051로 우연수 인 0.33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ig. 11, top), p < .001, 참가자

들의 시청각 ASMR 상에 한 정서평정자료로 다른 

참가자에 한 청각 ASMR 상의 정서유형을 올바르

게 분류할 정확성은 0.4990로 우연수 인 0.3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Fig. 11, bottom), p < .001. 이는 서

로 다른 감각양상 사이에서도 참가자간 정서표상이 일

임을 의미한다.

종합 으로, 연구2는 청각 ASMR 상뿐만 아니라, 

시청각 ASMR 상을 포함하여 두 감각양상의 ASMR 

상이 Russell(1980)의 핵심정서차원에 치하는지에 

하여 정서평정자료를 기반으로 다차원척도법과 

vector fitting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정서평정자

료를 통해 정서유형에 한 정보를 밝힐 수 있는지 여

부를 분류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에 한 결과로 

ASMR 상은 일반 인 정서 자극과 비슷하게 핵심정

서차원의 쾌불쾌 차원에 치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Fig. 9. Results of within-participant cross-modal classification. 

Each figure showed the results of auditory (top) and audiovisual

(bottom) conditions. Each bar indicated individual accuracy, 

sorted in a descending order 

Fig. 10. Results of cross-participant within-modal classification.

Each figure showed the results of auditory (top) and audiovisual

(bottom). Each bar indicated individual accuracy, sorted in a 

descen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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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2차원에서 감각양상간 구

분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여 감각양상과 정서경험에 

한 추가 인 사실을 확인하 다. 한, 참가자내/간 감

각양상내/간 분류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ASMR 상에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을 측 

가능하고, 정서표상은 참가자간 일 이며, 두 감각

양상이 나타내는 정서표상도 유사함을 확인하 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척도법과 분류분석을 사용하

여 통계 인 검증을 실시하 다. 다차원척도법은 유사

성 자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차원에 치시켜, 데이

터의 계와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쉽게 악할 수 있

게 한다. 한, 분류분석은 다변량 분석방법이며, 디코

딩 분석으로서 측정치를 모두 고려하여 분류 는 

측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가 주는 

정보의 손실이 으며(Haynes & Rees, 2006), 집단을 

비교하는 수가 증가하여 오류 수 이 증가하는 다  

비교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ASMR 상이 핵심정서

차원에 치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며, 감각양상에 

따라 ASMR 상이 정서차원에서 구분되는지 확인하

다. ASMR 상에 한 정서평정 값을 기반으로 2

차원 MDS를 통해 참가자들이 시청한 ASMR 상이 

감각양상과 련없이 쾌불쾌 차원에서 치함을 확인

함으로써, Russell(1980)의 핵심정서차원인 쾌불쾌 차

원을 지지하 다. 추가 으로, 2차원 안에서 ASMR 

상이 감각양상간 구분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SMR의 다양한 감각양상과 정서표상에 한 설명을 

제공하 다. 두 번째로, 참가자내/간 감각양상내/간 

분류분석을 실시하여 ASMR 상의 감각양상이 동일

하거나 서로 다른 ASMR 상에 따른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에 한 분류 가능성과 참가자들간 정서표상

의 일 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감각양상이 동일

한 경우 청각 ASMR  시청각 ASMR 상에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의 구분은 유의하게 이 지지 

않았지만, 참가자들간 정서표상이 일 임을 확인하

다.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의 구분이 서로 

다른 감각양상의 ASMR 상에서도 유의하 으며, 

참가자들간 정서표상 한 일 임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감각양상이 동일한 ASMR 상에 한 참

가자 개인의 정서경험은 측되지 않았지만 참가자간 

정서표상이 일 임을 확인하 고, 감각양상이 서로 

다른 경우 ASMR 상에 한 정서경험을 일 으

로 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분류분석 

결과는 훈련집단에 속한 자료의 수에 향을 많이 받

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참가자 내 분류분석의 경우 훈

련집단으로 사용하게 될 시행 수가 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ASMR 상이 소리나 사진과 같은 다른 

Fig. 11. Results of cross-participant cross-modal classification.

Each figure showed the results of auditory (top) and audiovisual

(bottom). Each bar indicated individual accuracy, sorted in a 

descen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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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유발자극이 핵심정서차원에 치한다는 기존연구

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며(Baucom et al., 

2012; Bradley & Lang, 2000), 한, 감각양상과 련없

이 ASMR 상이 쾌불쾌 차원에 치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Kim et al., 2017).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 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된 사진

(Baucom et al., 2012; Codispoti et al., 2001; Gomez et 

al., 2004), 소리(Bradley & Lang, 2000; Larsen et al., 

2003; Viinikainen et al., 2012), 음악(Gomez & Danuser, 

2004; Kim et al., 2017; Kim & Wedell, 2016), 비디오 

 화(Botien, 1998; Gomez et al., 2005; Kim et al., 

2017), 안내 이미지/기억 회상(Chanel et al., 2007; 

Gomes et al., 2013; Kensinger & Corkin, 2004)과 같은 

정서유발자극들과 달리 비교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정서유발자극인 ASMR 상을 이용하여 Russell(1980)

의 핵심정서차원을 지지하 다.

한, 분류분석의 결과로 동일한 감각양상 뿐만 아

니라, 서로 다른 감각양상에 해 참가자간 정서표상이 

일 이며, 서로 다른 감각양상에 한 참가자 개인의 

정서표상이 잘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감각양상에 따른 

정서표상이 일 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

다(Chikazoe et al., 2014; Dalenberg et al., 2018; Kim 

et al., 2017; Peelen et al., 2010). 핵심정서이론에서 정

서처리과정을 설명하는 두 네트워크  감각 통합 네

트워크는 각 감각양상에 응하는 정서  정보를 처리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듯 각 감각양상에 해 정서

인 암호화를 분리하는 것은 modality-specific 정서  

표상이라고 불린다(Kim et al., 2017). 반면에, 내장운동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감각양상들간 공유되는 방식으

로 정서를 처리하며, modality-general 정서  표상으로 

불린다(Kim et al., 2017). 이 두 네트워크에 해, 본 

연구결과는 참가자 개인  참가자들간 ASMR 상의 

감각양상에 련없이 일 인 정서표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내장운동 네트워크  modality-general 정서표

상 가설을 지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각, 시청

각 ASMR 상에서 사용된 소리(청각)가 동일한 자극

이므로, 자극의 감각양상간 일 인 결과를 보 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소리가 없는 

상과 청각과 같이 서로 다른 감각양상을 자극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안된다.

마지막으로, ASMR은 Youtube와 같은 스트리  

랫폼에서 주로 소비되기에 청각, 시청각 감각양상이 주

로 사용되고 있으며, ASMR에 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청각, 는 시청각의 형태로 제시되는 ASMR 자극을 

연구하 고 본 연구도 이와 동일하다. 하지만, ASMR

이 일으키는 이완, 마음챙김 등 정 인 효과에 한 

연구들(Fredborg et al., 2018; Ko Wai, 2020; Lee & 

Kim, 2019)과 달리 본 연구는 ASMR 상을 정서유발

자극으로 간주하고 주  평정을 통해 자극들이 정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유발자극인 ASMR에 따른 정서표

상을 분류  측하는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정서

인 효과를 유발하기 해 ASMR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보다 한 ASMR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Google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실

험으로 진행되었기에 주변 소음, 상 시청 시간과 같

은 실험 조건들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

었다. 후속 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고려사항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는 

ASMR 자극만을 다루었기에 다른 자극과 ASMR 자극

을 비교하는 연구가 제안된다.

한, ASMR에 한 정서평정자료가 행동경향치이

기 때문에, 생리측정방식을 활용한 후속연구들이 필요

하다. Gomez(2004)에 따르면, 이 부터 다양한 정서 

연구들은 쾌불쾌와 각성의 단에 따른 생리  반응의 

공분산을 증명해왔으며, 자극간 생리측정치와 행동경

향치의 계성의 차이(Gomez & Danuser, 2004), 생리

측정치만을 이용한 정서연구(Codispoti et al., 2001), 생

리측정치와 자기보고형식의 정서평정자료를 함께 이

용한 연구(Bernat et al., 2006), 서로 다른 감각양상의 

정서유발자극간 생리  반응을 비교한 연구(Kim & 

Wedell, 2016) 등 생리측정을 활용한 다양한 정서 련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 한 ASMR 자극을 통

해 자기보고형식의 정서평정자료 이외에 생리측정치

를 추가 인 정서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측정치를 활용한 분류분석, 다차원척도법 등을 시도하

여 ASMR 자극에서 행동경향치와 생리측정치의 계

에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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