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사람들은 종종 충분한 고려 없이 생각을 말로 내뱉거

나, 과음이나 과식을 하고, 계획하지 않은 구매를 하는 등 
통제력을 잃은 충동적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

에 대한 숙고없이 이루어지는 즉각적 반응이며, 장기적이
라기보다는 비교적 단기적인 이득추구가 목적이 된다[1]. 
그동안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충동적인 행동 양상 
및 이를 유발하는 요인과 효과 등에 주목해왔는데[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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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 동안 수 많은 마케팅 분야 연구들은 충동구매로 대표되는 소비자의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주목해왔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와 성격적 특성, 개인의 물질주의 및 위험추구 성향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탐색했다.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들이 거의 다룬 적이 없으나, 소비자의 특성으로서 소비 상황에서 받게 되는 소비자의 신체적 
자극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소비자가 인지적 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감각적 자극으로서 갈증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두 번의 걸친 실험의 결과는, 소비자가 갈증을 느낄 경우 충동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
고(실험 1), 이 같은 갈증과 충동구매 간 관계에 자기통제의 저하가 기저에 있음을 보였다(실험 2). 이는, 물리적 자극으
로서의 갈증이 인지적인 자원의 고갈을 이끌고, 이것이 자기통제력의 약화로 이어져 충동구매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하며, 결국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현상인 충동구매에 대한 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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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or research on consumer psychology has primarily focused on when and why consumers 
exhibit impulsive behavior, such as impulse buying. This study focuses on physical stimulation during 
an impulse purchase as another meaningful factor.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irst 
depletes cognitive resources. The results of two experiments show that impulse purchase tendency 
increases when consumers are thirsty (Exp. 1), and that the loss of self-control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irst and impulse purchase tendency (Exp. 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hysical stimulation, such as thirst, may be a useful indicator of impulsive behavior i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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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예로서 충동구매(impulsive purchase)가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충동적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갈증과 자기통제(self-control)
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갈증이 유도한 자아고갈
(ego-depletion)로 인해 발생되는 자기통제의 실패가 충
동구매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
는데 개인의 물질주의적 경향성이나 위험추구 성향과 같
은 심리적 요인이나[2, 3], 자기통제와 같은 기질적 요인
들이 탐구[2]되어 왔다. 특히 자기통제의 경우 그 가용성
이 낮아질수록 충동구매 경향이 높아진다거나[4], 감정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통제가 조절함이 밝혀지
는[5] 등 다각적 측면에서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자기통제 수준은 사람마다 기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 될 수도 있다[2]. 

그러한 자기통제 수준을 조절하는 대표적 외부 요인으
로는 자아고갈이 있다[6].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초콜
릿 대신 순무를 먹도록 강요당했을 때, 가용 가능한 인지
적 자원이 줄어들며 자아고갈로 이어졌다[7]. 그리고 이
들은 결국 자기통제약화로 특정 작업(i.e. 풀리지 않는 퍼
즐)에 대해 빠른 포기를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더위에 
대한 지각이 자아고갈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였다[8].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높은 온도 조건에서 자아고갈이 되
어 자기통제수준이 낮아졌고, 보다 휴리스틱한 판단을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를 저하시키는 자아고갈의 동
인으로서 신체적 감각 경험인 갈증에 주목하였다. 갈증은 
신체적 항상성(homeostasis)과 관련이 깊으며[9], 목마
름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생리적 욕구 중 하나이다. 사람
들은 목이 마르다고 지각하면 즉각적인 욕구 충족에 대
한 생각이 활성화되는데, 본 연구는 이것이 인지적 자원
의 가용량을 줄여 결국 자아고갈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
다. 그리고 이는 자기통제 능력을 감소시키고 결국 보다 
높은 충동구매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
는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감각 자극인 갈증이 충동구
매에 미치는 영향(실험 1)과 그 기저에 낮아진 자기통제
가 있음을 검증하였다(실험 2).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결
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선행문헌 고찰 
2.1 충동적 행위와 충동구매

사람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 시 종합적인 정보 활용보다는 휴리스틱에 의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10]. 이는 사람들이 행위의 결과
에 대한 충분한 숙고나 계획 없이 충동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충동구매는 이 중 하나로 인지적 자원을 
들이는 의식적인 판단 없이 바로 구매 결정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요인들로, 문
화적 차이와 성격적 특성[13, 11], 물질주의 및 위험추구 
성향[2]과 자기개념[12] 등이 탐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충동구매 요인 중 하나로 인지적 자원의 고
갈을 통한 자기통제 실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
기통제 능력의 한계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황적인 
절제 요구에 따라 과도한 자기통제를 실행한 이후에는 
자기통제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고갈되거나 피
로해진 자기통제 능력은 신중한 지출 목표와 같은 후속
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기통제의 자원 사용을 쉽
게 허용하지 않아 충동적인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12]. Baumeister(2002, [6])는 자기 통제의 세 가지 실
패 원인을 목표 간 갈등, 자기 행동 관찰의 미흡, 자기통
제 능력의 고갈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는데, 연구자는 자
기통제 능력의 고갈에 관한 설명 없이는 앞의 두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4]. 

자기통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경향성과 행동 발현 가능성을 막아내는 개인의 능
력을 일컫는데[13], 이는 사람의 행동을 사회적 그리고 
상황적으로 적절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통제 능력을 고갈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갈증에 집중하였다. 갈증의 유발 또한 인지적 
자원을 빼앗기 때문인데, 선행 문헌에 따르면 높은 갈증
은 사람들을 정신적 에너지 고갈 상태로 만들고[10], 이
는 자기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갈증 상태는 
사람들의 항상성 조절의 장애를 일으켜 인지적 노력을 
덜 들이는 선택이나 판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15] 충동
구매와도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2.2 갈증과 자기통제
사람들은 자기통제가 필요한 선택이나 계획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의 운영적 기능의 정신적 자원이 평균보
다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아고갈 상태가 된다[16]. 
이러한 자아고갈은 이전에 수행한 자의적 활동으로 인하
여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17], 이는 완전한 
연료의 고갈이 아닌 완전 고갈 이전의 예방적 차원 측면
의 고갈 상태이다[18]. 자아 고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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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대부분 인지적 자원이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다
루고 있으며, 주로 자기통제 능력의 상실 측면에서 연구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죄책감은 부정적 감정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자아고갈이 되었을 
경우 피험자가 죄책감을 경험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친사
회적 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6]. 또한 다
이어트를 목표로 설정한 사람이 자아고갈을 경험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소
비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다[19]. 

자아고갈은 신체적인 원인뿐 아니라 선행된 특정 활동
으로 인한 인지적 자원의 고갈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근육이 일정 기간 동안 힘을 발휘한 후 지치는 것처럼, 
높은 자기통제 요구가 있는 행동이 지속적인 노력(e.g. 
힘과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하여 결국 자아가 고갈 되게 
한다는 것이다[5]. 예를 들어, Xu et al.(2012, [6])의 연
구에서는 피험자들이 도축 영상을 시청 후 감정을 억제
하게 하도록 함으로서 그들의 자아고갈을 유도하였고, 
Schmeichel and Vohs(2009, [20])의 연구는 글에서 
알파벳 ‘e’를 찾아 표기하게 함으로써 자아를 고갈시켰
다. 자아고갈은 이처럼 신체적인 이유, 직접적인 인지적 
자원의 고갈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지각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지각 수준을 통
한 자아고갈은 실제 고갈 상태와 관계없이 자기통제가 
필요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Shalev(2014, [9])는 갈증이 주관적 에너지를 현저하
게 감소시켜, 자기통제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탐구하였는데, 갈증은 기본적 항상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
에 불충족 시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
고 이러한 갈증으로 촉발되는 신체적 불편감이 정신적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고갈까지 연결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리적 개념인 ‘마름
(dryness)’이 의미론적으로 ‘진이빠진(drained)’과 연결
지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자아고갈과 갈증이 메타포적으
로도 연결 가능하고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문헌들을 바탕으로 갈증이 인지적 자
원인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켜 자기통제능력을 감소시
키고, 이것이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3. 가설 설정 
선행 문헌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갈증이 유발되면 기

본적 항상성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야기된 신체적 불편함
은 주관적 에너지를 현저하게 감소시켜[9], 인지적 자원
을 고갈시킨다[10]. 이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시, 종합적
인 정보 활용이 아닌, 휴리스틱에 의하여 결정하게 할 수 
있는데, 인지적 자원 고갈로 인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아졌
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소비자가 갈증 상태에 이르면, 
불충분한 인지적 자원으로 인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아지
고, 이는 구매 상황에서 충동구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갈증(vs. 통제)은 충동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2: 갈증(vs. 통제)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통제가 매개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실험1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 문헌을 기반으로 갈

증의 감각 경험이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크래커를 이용하여 피험자들의 갈증 수준을 조작 
하였다. Shalev(2014, [9])의 갈증 조작을 토대로 갈증의 
감각 경험이 인지적 자원을 덜 들이는 충동구매를 유발
하는 지 살펴볼 것이다.

4.1.1 응답자 특성 및 연구 설계
총 59명(여: 33명)의 학부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나이 18-26세; M = 20.58, SD = 2.24). 실험은 2(갈증: 
갈증 vs. 통제) 집단 간 설계를 채택하였고, 종속변수로 
충동구매 의도가 조사되었다. 충동구매의도는 충동구매 
여부와 소비 금액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4.1.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갈증은 Shalev(2014[9])를 기

반으로 하여 ‘목이 말라 물이 마시고 싶은 느낌’으로 정의
하며, 독립변수인 충동구매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인지적 자원을 들이는 의식적인 판단 
없이 즉각적인 구매 결정에 돌입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10-12].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는 원하는 결
과를 얻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경향성과 행동 발
현 가능성을 막아내는 개인의 능력[13]으로 내적 혹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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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하는 개인
의 능력[22]등으로 정의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
용들을 종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통제하는 개인
의 능력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4.1.3 연구 절차
갈증을 조작하기 위해 단맛과 짠맛 등의 미각자극이 

적으며 수분함량도 낮은 크래커를 사용하였다. 크래커는 
두 개씩 개별 포장하여 설문지와 함께 배포하였으며, 지
시가 있기 전까지는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험자
들에게 메트로놈의 100BPM 속도에 맞추어서 40초 동
안 크래커를 씹도록 하였다. 이후 피험자들은 설문에 답
하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위의 크래커 섭취 절차
를 제외하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충동구매 상품은 2+1 선크림 구매와 핸드폰 케이스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자극물은 수업이 끝난 이후 학교 근
처 화장품점포에 선크림 한 개를 사러 갔다가 2+1 행사
를 발견하고 구매를 고민하는 상황을 시나리오에 담았고 
두 번째 자극물은 핸드폰 요금제를 알아보러 갔다가 새
로 나온 핸드폰 케이스에 대한 구매를 고려하는 상황으
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실험은 크래커 섭취 시간을 포함하여 약 15분간 진행
되었다. 가장 먼저 갈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halev(2014[9])에서 사용한 두 개의 문항(지금 갈증이 
느껴지는지, 지금 뭔가를 마시고 싶은지α = .93; -3 = 전
혀 그렇지 않다 vs. 3 = 매우 그렇다)에 대하여 7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 이후 피험자들은 두 가지의 충동구매 시
나리오에 노출 되었다. 먼저 선크림을 한 개만 살것 같은
지 혹은 두 개 사서 하나를 더 받을 것 같은지에 대하여 
O/X로 응답하게 하였고 이후 새로운 핸드폰 케이스의 
적정 구매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1-5만원 내에서 
적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의 성별과 나이, 배고
픈 정도와 사전음료 섭취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실험 절차가 완료된 후 본 실험의 실제 목적이 ‘갈증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이었다는 것을 밝힌 후, 답례품
을 지급하였다. 

4.1.4 연구 결과
4.1.4.1 조작 점검 결과
분석결과, 갈증 조작에 따른 목마름 정도의 차이가 나

타나(M갈증 = .55 vs. M통제 =-1.71; t(57) = 4.59, p < 
.001), 갈증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었다. 

4.1.4.2 실험 결과 1 - 충동구매 WTP
갈증(vs. 통제)를 독립 변수로 충동구매를 종속변수로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갈증(vs. 통제)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지불 의도를 보였다(M갈증 = 25,206원 vs. 
M통제 = 17,133원; t(57) = 3.26, p < .01). 통제 변수로 
조사한 나이와 성별 그리고 배고픔 정도, 사전 음료 섭취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ps > .1). 

4.1.4.3 실험 결과 2 - 충동구매 여부
갈증(vs. 통제)를 독립 변수로 충동구매를 종속변수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갈증(vs. 통제) 집단의 충동구매의도가 통제 집단의 
충동구매의도보다 높았으며, 두 그룹간의 충동구매 의도 
차이는 p > .001로 유의 하였다. 

4.1.5 토의
실험 결과, 본 연구의 가설 1번이 지지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유도된 갈증이 충동구매의도와 보다 높은 구매금
액 책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유도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2 실험 2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과정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를 통하여 실험 1의 매커니
즘을 살펴볼 것이다. 실험의 과정은 실험 1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실험 1에서 충동구매 여부와 소비금액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실험 2에서는 충동구매 상황에 
대한 공감 수준으로 충동구매에 대한 의도를 살펴볼 것
이다.

Fig. 1. The Effect of Thirst on Impulsive Purchasing 
(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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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응답자 특성 및 연구 설계
총 190명(여: 110명)의 학부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

다(나이 17-26세; M = 19.58, SD = 1.80). 실험은 2(갈
증: 갈증 vs. 통제) 집단 간 설계를 채택하였고, 종속변수
로 충동구매의도, 매개변수로 자기통제가 조사되었다. 

4.2.2 연구 절차
크래커 섭취를 통해 갈증의 수준을 조작하기위해 실험 

1에서 사용했던 크래커를 활용하여 동일한 절차대로 실
험을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갈증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금 갈증
이 느껴지는지, 지금 뭔가를 마시고 싶은지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하였고(α = .95; -3 = 전혀 그렇지 않다 vs. 
3 = 매우 그렇다), 이후 충동구매 시나리오에 노출 되었
다. 시나리오 속 주인공의 충동구매 상황(계획에 없는 의
류 쇼핑)에 대한 공감 수준을 측정한 뒤, 자기통제에 대
한 17개의 항목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재미있으면 나
에게 해로운 일도 한다, 나에게 좀 더 자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하느라 종종 일을 제 
때 끝내지 못한다, 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한다.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 할 수 
있다,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멈추지 못
한다,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지 않고 행동한
다, 나는 해가 될 만한 것을 거절한다, 나는 충동적인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 과제를 
피하려고 한다, 나는 어떤 것이 복잡해지면 끝내거나 버
리려는 경향이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오

는 것들은 가장 쉬운 것들이다, 나는 내 능력의 한계에 
다다르게 만드는 힘든 일들을 정말 싫어한다(α = .91; 
-3 = 전혀 그렇지 않다 vs. 3 = 매우 그렇다)에 대하여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의 성
별과 나이, 배고픔의 정도와 사전음료 섭취에 대하여 조
사하였으며, 모든 실험 절차가 완료된 후 본 실험의 실제 
목적이 ‘갈증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이었다는 것을 
밝힌 후,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4.2.3 연구 결과
4.2.3.1 조작 점검 결과
분석 결과, 갈증 조작에 따른 갈증 정도의 차이가 나타

나(M갈증 = 1.22 vs. M통제 =-.69; t(188) = 7.74, p < 
.001),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었다. 

4.2.3.2 실험 결과 1 - 갈증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갈증(vs. 통제)를 독립 변수로 충동구매를 종속변수로 

t-test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갈증(vs. 통제) 집단에서 더 
높은 충동구매에 대한 공감을 보였다(M갈증 = 1.67 vs. M
통제 = .88; t(188) = 3.13, p < .01). 통제 변수로 조사한 
나이와 성별, 배고픔, 사전 음료 섭취 여부가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ps > .1). 

4.2.3.3 실험 결과 2 - 갈증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갈증(vs. 통제)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

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8[23])의 
PROCESS 모델 No.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3]. 독립변수로 갈증(vs. 통제; 갈증 집단의 피험자들을 

Fig. 2. The results of bootstrapping on the effect of thirst on impulsive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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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통제 집단의 피험자들을 –1로 코딩), 종속변수로는 
충동구매에 대한 공감, 매개변수로 자기통제가 입력되었
다. 붓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10,000개였
고, 95%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 CI)에서 매개
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을 구하였다.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6과 .51로 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함이 검
증되었다(Fig. 2 참조). 따라서 가설 2번이 지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조사한 나이와 성별 그리고 배고
픔정도, 사전 음료 섭취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ps > .1).

4.2.4 토의
실험 결과, 갈증(vs. 통제)은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자기통제가 이러한 과정을 매개함을 확인하
였다. 즉 유도된 갈증이 자기통제를 감소시켜, 충동구매 
양상을 나타나게 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갈증이라는 
생리적 욕구가 자기통제를 실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갈증의 지각은 즉각적
인 욕구 충족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되게 하여 인지적 자
원인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을 유도하였고, 이것이 충동구
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이는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도 설명 가능한데, 갈
증이라는 신체적 감각이 ‘건조함’이 가지고있는 메타포적
(metaphorical) 의미인 ‘진이빠진’과 같은 개념을 활성
화시켜 이것이 자아고갈과 연결, 자기통제를 무너뜨렸을 
수 있다. 

5. 결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면서 충

동구매의 사회적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일명 ‘홧김비
용’이라고 불리우며,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의 해소
를 위하여 계획에 없는 충동적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이제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관여도가 높고 오랜 기
간 숙고하여 구매에 이르는 재원의 구매에까지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취업을 위해 자기계발에 몰
두하던 청년층들의 경우 코로나 19의 충격을 이유로 주
식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투자 상품에 충동적인 투자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24]. 이러한 현상
은 사회적 불안이 동인이 될 수 있는데, 불안은 부정적 
자극인 위협적 자극에 인지적 자원을 치중하게 하며[25], 

자기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6]. 따라서 최근 청
년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충동구매는 팬데믹 상태로 인한 
불안이 자기통제를 약화시키며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
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이자 문제라 
할 수 있는 충동구매에 대한 동인의 통제요인에 대한 탐
구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인위적으로 유도된 갈증이 충동구매에 긍정적인 영
향이 있음을 밝혀 냈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동구매와 관
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심리적
인 요소(e.g. 개인의 성격 및 성향, 물질주의)나 환경적인 
요소(e.g. 개인이 속한 문화)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런
데 본 연구는 그러한 기존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 ‘신체
적 감각 자극’이 동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도되어진 갈증이 충동구매에 미치
는 영향의 과정을 탐구함으로서 매개변수인 ‘자기통제’ 
역할의 중요성을 검증해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높아
진 갈증이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자기조
절의 실패가 그 원인이 되었는데, 이는 신체적 항상성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인지적 자원이 과다 투입되어 에너지
가 고갈되며 발생되는 것임을 밝혔다. 이는 또한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도 설명 가능한데, 갈증이라는 경험 자체가 
‘건조함’과 메타포적으로 연결되면서 관련되어진 ‘진이빠
짐’과 같은 개념을 활성화 시킨 것이다. 그러한 개념의 활
성화가 결국 자기통제를 무너뜨리며[10], 충동구매에 까
지 이르게 한것이다. 이에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직접적인 자아고갈이나 관련 메타포의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충동구매의 동인으로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물리적 
자극과 살펴보지 않은 비물리적 자극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여 가중치를 살펴보는 연구 역시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유의미한 실무적 시사
점을 갖는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동구매가 신체
적 감각이 동인이 되어 유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는 것이다. 감각 경험은 사람들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함
에 있어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15], 갈증이라는 감
각 경험이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
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구매에 대한 충동
이 느껴질 때, 실제 신체적으로 갈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소의 제거(e.g. 음료 섭취, 건조한 주변 환경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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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혹은 구매 상황에 돌입 전 신체 상태를 정비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갈증은 가능한 휴리스틱을 사용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에 이르게 
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한편, 갈증은 세밀한 
정보처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비자가 정
보처리를 보다 덜 세밀하게 하길 원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부정적 이슈와 연관이 될 때 가능한 해당 
정보를 상세히 처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낮추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갈
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거나, 설득하거나 가
입해야 하는 장소에 간식 등의 배치를 통하여 이러한 효
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신체적 자극을 통해서만 
해당효과를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선행 문헌들을 
살펴보면 갈증은 은유적으로 연관지어진 자극을 통해서
도 유발이 가능[10]하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모델이 실제 
자극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도출 가능한지 살펴
보면 좋을 것이다. 신체적 자극 없이도 유사한 효과가 나
타난다면, 최근과 같은 펜데믹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도
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자아통제와 관련해 기업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갈증 이외의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도 
관심을 이어가는 것은 관리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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