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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cept and cosmetic benefits 
sought, to disclose the differences in the benefit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cosmetic purchase 
behavior, and to examine how cosmetic benefits were influenced by self-concept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women. Subjects were 453 women in age from 18 to 55 years in Seoul. Four dimensions of cosmetic benefits 
of women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brand orientation', 'fashion', Economics', and 'functional efficiency'. 
Cosmetic benefit was influenced most by family self-concept, and self-concept was influenced most by benefit of 
economics, next by functional efficiency, and fashion. Brand orientation, fashion, and econom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marital status.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the score on brand orientation, fashion, 
and functional efficienc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rand orientation, fashion, and economics according 
to cosmetic purchase expense, the number of purchase times, and stores, while functional efficienc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upon the number of cosmetic purchase times. Brand orientation was influenced 
by marital status, income, and physical self, fashion influenced by age( - ), physical self, income, and family self 
(-).Economics was influenced by family self( -) and marital status( -). The present findings provided that 
self-concept such as physical self and family self is significant variables to understand the cosmetic benefits sought.

Key words: benefits sou앙tt(주구혜택), cosmetic(화장품), selfconcept(자아개 념).

I. 서 론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강화되면 

서 여성을 위한 소비 시장으로 인식되어져 온 뷰티 

관련 산업은 급성장해 왔으며,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의 소비자층이 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여성 

들이 화장을 하는 동기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

는 동기 이외에 사회생활에서 예의나 규범을 지키려 

는 동기가 있으며 이러한 화장에 부여하는 가치나 

추구혜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같 

은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그 제품에서 추구하 

는 혜택(benefit)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된다. 추구혜 

택은 소비자들이 특정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관 

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로서 화장품 추구혜택을 유 

행, 경제성, 실용성 추구 등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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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을 통해서 추구하는 면이 

미 혹은 유행에 중점을 두는지, 피보 보호와 같은 실 

용적 차원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혜택이 구분될 

것이다.

개인의 이러한 추구혜택은 욕구, 자아개념, 가치 

관, 생활양식 등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화장에 관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자아개념은 소비자의 추구혜택 유형을 파악 

하는데 유용한 특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자아 

개념은 우리 성격구조의 핵심이 되는 존재로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고 평가하 

느냐 하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지각에는 신체의 외 

모, 능력, 사고에 대 한 지각이 포함되는데 외모는 자 

아개념 구성요인의 한 부분으로서 외모에 대한 지각 

속에는 화장과 같은 신체장식에 대 한 인식이 포함된 

다. 화장이나 의복 등의 외모장식은 자아와 분류될 

수 없으며 신체의 한 부분인 것처 럼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외모가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면 

한 개 인의 자아개념을 통하여 화장행동의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장품 사 

용에 대한 소비자 특성 연구를 자아개념과 같은 심 

리적인 면과 관련지어 조사하는 것이 더욱 필요시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 넓은 연령층의 여성 

을 대상으로 화장품 추구혜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개념과 추구혜택과의 관계를 규명하며, 인구통 

계적 변인 및 화장품 구매행동에 따른 추구혜택의 

차이를 알아보고, 화장품 추구혜택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특성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장심 리와 외모 관련 연구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며, 화장품 시장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 

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 

를 둔다.

n. 선행연구 고찰

1. 화장품 추구혜택

추구혜택은 소비자들이 특정제품의 사용과 관련 

하여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요구 또는 욕구로서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원하는 주관적 보상 또는 기 

대 하는 긍정적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2)속성 이 상품 

에 대한 객관적 개념이라 할 때 혜택은 속성이 제공 

하는 결과로서 주관적 개념이다义 따라서 화장품의 

향기, 색조, 용량, 가격 등의 속성이 객관적 개념이라 

면 속성이 제공하는 결과로서 화장품 추구혜택으로 

는 유행,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 브랜드 추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외모와 관련된 추구혜택은 의복분야에서 혜택, 편 

익, 추구잇점 등의 용어로 다양한 연구1 2 3 4 5 6 7 8 9 10'”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의복추구혜택은 유행성, 신분상징성, 

실용성, 경제성 등으로 분류되며 섬유, 스타일, 색채, 

재봉 등의 구성요소와 연결되어 소비자가 고려하는 

의복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더 세분된 추구혜택 

1) 백경진, 김미영, "화장에 관한 기존연구 유형의 분석", 복식문화연구 12권 1호 (2004), pp. 182-198.
2) J. P. Peter and J. C. Olson, Consumer Behavior: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Homewood, IL: Irwin Inc., 

1987), pp. 92-93.
3) 임종원, 김재일, 홍성태, 이유재, 소비자행동론 (서울: 경문사, 1997), p 199.
4) 고애란, 홍희숙, "의류제품에 대한 혜택 세분화 연구: 제주지역 성인여성 의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구의■异 

학회지 19권 5호 (1995), pp. 811-825.
5) 김주영, 구양숙, "케이블 TV 홈쇼핑을 통한 의복구매시 소비자 반응과 추구이점 및 위험지각”, 한구의류학회 

지 21권 6호 (1997), pp. 1082-1093.
6) 박혜원, 임숙자, ”20대 여성정장의류의 편익과 상표이미지 연구(제1보): 20대 직장 여성이 정장의류에서 추구 

하는 편익 및 편익 세분화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6호 (2000), pp. 787-798.
7) 신수연, ”20~30대 성인남성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쇼핑성향, 점포속성중요도, 자기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 

식문화연구 9권 6호 (2001), pp. 818-829.
8) 이승희, 임숙자,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권 3호 (1998), pp. 

100-110.
9) 황선진, 김노호, "남성복 구매형태에 따른 정보원 선택, 위험지각, 추구혜택의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복식 

51권 7호 (2001), pp. 123-134.
10) 김미영, 이은영,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3호 (1991), pp. 321-334.

-615



120 여성의 자아개념이 화장품 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식문화연구

내용으로는 자기개발, 사회적 지위, 성적매력, 여성 

스러움, 유행, 기능성, 편안함, 역할 정체성, 체형의 

결점보완, 개성, 성숙성, 세련된 외모 등이 포함될 수 

있다即

화장품과 관련된 추구혜택의 선행연구로는 권태 

신, 김용숙'2)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남녀 대 

학생의 모발 화장품 추구혜택 집단을 8요인으로 분 

류하였고, 요인에 기초하여 소비자를 5집단으로 세 

분화하였다. 각 요인의 내용은 특수 기능, 유행, 실용 

성, 유명상표, 향기, 정모, 영양보강, 경제성 추구였 

으며, 소비자 집단은 감각추구형, 다혜택 추구형, 실 

용성 추구형, 혜택 무관심형, 기능성 추구형으로 분 

류되었다. 감각추구 집단은 여학생이 주로 많으며, 

유행, 유명상표, 향기 추구도가 높았으나, 경제성 추 

구는 낮았다. 실용성 추구집단은 남학생이 많으며, 

모발관리와 모발건강에 관심이 낮은 편이었다.

선행연구에서 화장품 추구혜택과 유사한 내용으 

로서 화장의 동기 및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이 다수 

다루어져 왔는데,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동기로는 

아름다움, 개성, 예의, 결점보완, 피부보호, 건강하게 

보이는 것, 유능함이나 신뢰성 등이 있었다尸이승 

신, 김시월”)은 화장의 이유를 기능적, 사회적, 타의 

적 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사희적 요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연령이 낮고 용돈이 많은 집단 

은 화장 고유의 기능인 아름다움, 결점 보완, 개성 강 

조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편이 었다. 이화순”) 의 연구 

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화장을 통해 품위의 

증가를 더 많이 인식하였다.

화장의 효과에 대하여 조기려, 유태순”)은 생리적, 

종교적, 심리적 효과를 지적하였다. 구자명, 이귀영'& 

은 여성성 성향이 높은 여자들은 화장의 심리적 의 

존성이 높아 화장의 심리적 효과에 더 많이 의존한 

다고 하였다. Cash, Rissi와 Chapman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화장을 통하 

여 자신의 인상이나 외모를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인 

정올 받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외모가 매 

력적일 때 사회적으로 외모가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화장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피부노화 방지, 미백, 모공 축소 등 

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纳

11) S. Shim, and M. C. Bickle, "Benefit Segments of Female Apparel Market: Psychographics, Shopping 
Orientation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2 No. 2 (1994), pp. 1-12.

12) 권태신, 김용숙, "대학생의 모발화장품 추구혜택과 정보원 활용”, 복식 50권 7호 (2000), pp. 97-111.
13) 채정숙,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화장품 구매 및 사용행동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권 11호 

(2001), pp. 107-127.
14) K. Dellinger and C. L. Williams, "Makeup at Work", Gender and Society Vol. 11 No. 2 (1997), pp. 151-177.
15) 이승신, 김시월, "한국 여성의 미의 가치관을 통해 본 소비행태분석: 화장품올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태평양 

장학문화재 단총서 8, (서울: 재단법인 태평양장학문화재단, 1999), pp. 1-66.
16) 이화순, ”화장의 사회 •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널｝사 

학위논문, 2002), p. 77.
17) 조기려, 유태순, ”화장도에 따른 의복근접도 및 화장근접도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2권 2호 (1998), p. 

66-76.
18) 구자명, 이귀영,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6권 2호 (2002), pp. 

124-136.
19) T. F. Ca아!, J. Rissi and R. Chapman, "Not Just Another Prettyface: Sex Roles, Locus of Control, and Cosmetic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1 (1985), pp. 246-257.
20) 이현옥, 박경애,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세분화: 사용도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2000), pp. 560-570.
21) 김영환, "메이컵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동국대 

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58.
22) 윤순회,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 

50-51.

2. 화장품 구매행동과 인구롱계적 변인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는 화장품 평가기준, 정보원, 구매장소, 구매수량 등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전체적으로 품질이 가장 중요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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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두 번째로 중요시되었으며,꿔찌 향기,26)기능 

성이나 색채”)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소비자들 

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제품이 품질도 좋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었다 ") 화장품 구매시 정보원으로는 자 

신의 구매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勁 TV, 잡지, 

신문 등 상업적 정보원을 비상업적 정보원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하였다理

구매장소는 대부분의 여성이 종합할인점을 이용 

하였고,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 

다.323)20대는 종합할인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고, 40, 50대는 20, 30대에 비하여 백화점을 이용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的 구매비는 년 평균 10~20만 

원 미만이 31.9%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 

나 20%의 여성들은 30만원 이상까지 지불하였다. 구 

매수량은 과반수의 여성이 년 평균 3개 이하를 구입 

하였으나 년 평균 8개 이상을 구입하는 여성도 16% 
였으므로 개인에 따라 구매량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회

화장품 구매행동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연 

령이 낮을수록 감각적 소비추구성향을 지니며齢, 연 

령이 높을수록 독자적 구매성향이 높았다即 20, 30 

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보다 색조화장품의 사용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색, 나에게 어울림, 유행, 

광고, 매장, 용기디자인을 더 중요시하였다%) 기혼 

여성은 합리적 메이크업 추구집단이 많았고 미혼여 

성은 기혼여성보다 메이크업 추구성향이 높았다.刑

화장품 구매는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어 사회계층 

이 높은 집단은 중류나 하류층보다 화장품 구매 비 와 

구매빈도가 높았고, 백화점에서 구매하며 외국상표 

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상류층일수록 품질, 

색 상표를 더 중요시하였다“) 학력은 화장품의 상 

표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학력이 높을수록 상표 

충성도가 높았다“) 그 밖에 화장품 구입비가 많은 

사람들은 품질, 감촉, 색상 및 향기를 중요시하였으 

나 기능 및 효과의 중요도는 구입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物

이상에서 볼 때 화장품 구매시에는 품질, 가격, 기 

능성, 색상 등이 중요시되며 구매처로는 종합할인점

23) 정주임 "소비자의 화장품 상표충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 39.
24) 윤순회, Op. cit.y pp. 50-51.
25) 김남수, ”메이크업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48.
26) 구양숙, 권현주, 이승민, ”남자 대학생의 의복 관여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2호 (2000.), pp. 183-196.
27) 김영환, Op. cit., p. 58.
28) 김남수, Op. cit., p. 59.
29) 채정숙, Op. cit., p. 119.
30) 정주임. Op. cit., p. 46.
31) 김영환, Op. cit., p. 55.
32) 이지영, 김용숙, Op. cih p. 154.
33) 이미정, "우리나라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2), p. 33.
34) 이명회, ”자기모니터링,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화장품 구매행동 및 사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5호 

(2000), pp. 779-780.
35) Ibid., pp. 779-780.
36) 홍성순, 오은정,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색조화장 표현도와 색조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지 39권 7호 (2001), pp. 85-99.
37) 이명회, 이은실, ”화장품 구매성향과 구매 후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2호 (2002), pp. 

250-260.
38) 이명회, Op. cit., pp. 771-784.
39) 배정숙, 류현혜, ”성인여성의 메이크업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과 사용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 

류학회지 28권 2호 (2004), pp. 332-343.
40) 이명회, Op. cit” pp. 778-779.
41) 정주임. Op. cit., pp. 31-32.
42) 김영환, Op. cit.y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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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았고, 화장품 구매행동은 

개인의 연령, 결혼 여부, 계층 등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3. 자아개념과 외모

심리학에서 자아(ego) 또는 자기(self)의 개념을 처 

음 사용한 사람은 William James")인데 그는 자아개 

념에는 신체, 정신적 힘뿐만 아니라 의복, 집 등의 모 

든 소유물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Hall과 Lindzey的는 

자아개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및 느낌이며, 행동과 조절을 지배하는 심리적 과정 

의 집합체'라 하였다. 정원식”)은 자아개념을 “한 개 

인이 그가 처해 있는 생활의 장에서 자기자신 및 그 

의 주변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로 정 

의하면서 그 구성요소로서 외적 자아준거체계를 5가 

지로 구분하여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 

적 자아로 보았다. 신체적 자아는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 건강상태, 외모, 재능 및 성적매력 등을 

나타내며 도덕적 자아는 자기자신의 인간됨에 대한 

선, 악의 의식 등, 자기자신의 윤리적인 면을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나타낸다. 성격 

적 자아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의 느낌과 자기성격 

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하며, 가정적 자아는 가 

족에 대한 불만족, 불화, 갈등 등과 얼마나 원만한 가 

정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사회적 자아는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제를 진 

술해 주는 것으로서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사회생활 

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的

신체는 물질적 자아의 가장 깊숙한 부분이며, 신 

체적 자아는 신체로서의 자아 또는 지각된 자아의 

물질적 특성을 의미한다.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복, 화장 등의 치장은 신체의 연장으로서 혹 

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아와 의복과의 관 

련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의복 

의 심미성을 중요시하였고 의복을 타인의 주의를 끌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관심이 높았고 의복을 

더욱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회, 김현 

식, 손원교的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았고, 

특히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여성은 의복의 상표지 

향성, 개성 및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가정적, 

성격적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실용성에 대 

한 관심이 높았으며例, 전반적인 자아개념이 높을수 

록 의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即 또한 신체 

적, 성격적,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복디자인 

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신체적, 사회적 자아개 

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색에서 밝고 선명하고 따 

뜻한 것을, 질감에서는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洵

Miller와 Cox‘)는 화장품 사용과 자의식과의 관계 

를 연구하였는데 공적 자아의식 이 높은 여项들은 공 

적 자의식이 낮은 여성보다 더 많은 화장품을 사용

43) W. James,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New York: Henry Holt, 1890), p. 291, cited by 강혜 원, 의상 
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사, 1995), p. 249.

44) C. S. Hall and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0), p. 516.
45)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검사법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1968), p. 1.
46) 정원식, Op. cit., p. 기.

47) C. Humphrey, M. Klassen, and A. M. Creekmore,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 4 (1971), pp. 246-250.

48)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구의■류학희지 

21권 2호 (1997), pp. 383-395.
49) 황춘섭, ”여고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특성”, 복식 43호 (1997), pp. 169-186.
50) 이경손, 강혜원,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위와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권 1호 (1982), pp. 1-8.
51) 강승회, 이명희, ”성인남자의 의복구매동기와 자아개념과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1993), pp. 

181-192.
52) 이미경, 이인자,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선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권 2호 

(1985), pp. 17-24.
53) L. C. Miller and C. L. Cox, "For Appearance Sak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Make up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8 (1982), pp. 74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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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자의식이 높은 여성들은 화장품이 자신의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Theberge와 

Kemaleguen"）는 자아의 측면과 관련된 화장품의 중 

요성을 연구한 결과 신체와 얼굴에 대한 민족도는 

화장품의 중요성 및 사용량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자신의 신체와 얼굴에 만족할수록 화장품의 중요성 

이 높고 화장품 사용량이 많았으며, 신체에 만족할 

수록 화장품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Cash, Rissi와 

Chapman"의 연구에서는 화장품 사용량과 자아존종 

감은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명희“）는 자기 

모니터링과 화장품 구매기준과의 관계를 연구하였 

는데 자기모니터링이 높은 여성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과 화장품의 색을 더 중요시하 

였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 

로 표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화장품의 미 적 특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냄을 시사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화장품 사용을 포함한 외모관련 

특성은 개인의 인상표출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 및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D.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추구혜택의 차원을 

조사한다.

둘째, 여성의 자아개념과 화장품 추구혜택과의 관 

계를 조사한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결혼 여부, 연령, 소득）에 

따른 화장품 추구혜택과 자아개념의 차이를 고찰한 

다.

넷째, 화장품 구매행동（구매비, 구매빈도, 구매처） 

에 따른 추구혜택의 차이를 고찰한다.

다섯째, 화장품 추구혜택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소비자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 

으며, 측정도구는 화장품 추구혜택, 자아개념, 화장 

품 구매행동, 인구통계적 변인을 포함하였다. 화장품 

추구혜택과 자아개념은 5점 Likert 척도에 의하여 측 

정하였다. 화장품 추구혜택은 총 24개 문항으로서, 

선행연구57项）에서 13개 문항을 택하여 수정하여 사 

용하였고, 본 연구를 위하여 11개 문항을 새로이 제 

작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브랜드지향, 유행, 경제성, 

실용성, 특수기능성 추구로 구성되 었다. 화장품 추구 

혜택의 문항과 변인은 의류학 전공의 대학원생 12명 

에게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하게 한 후 수정 보완하 

였다. 자아개념은 정원식物의 자아개념검사 척도 중 

에서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 자아개 

념에 관한 내용을 각각 7문항씩 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신체적, 도 

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 자아개념이 순서대로 

각각 .61, .80, .61, .80, .70이었다. 화장품 구매행동은 

년 평균 구매비, 년 평균 구매빈도, 구매처에 관한 내 

용을 조사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피험자의 

결혼 여부, 연虱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18~58세 여 

성 453명으로서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 년 3월, 4월이었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54) L. Theberge and A. Kemaleguen, "Importance of Cosmetics Related to Aspects of the Self,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8 (1979), pp. 827-830.

55) T. F. Cash, J. Rissi and R. Chapman, Op. cit., pp. 246-257.
56) 이명회, Op. cit., pp. 771-784.
57) 권태신, 김용숙, Op. m, pp. 97-111.
58) 이경회, 이명회, ”남녀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평가 간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4호 (1999), pp. 139-154.
59) 이현옥, 박경애, Op. cit., pp. 560-570.
60) 이화순, Op. czZ, pp. 46-48.
61) 채정숙, Op. cit.t pp. 107-127.
62)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1968),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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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면 미혼여성이 74.6%, 기혼여성이 25.4%였 

고, 연령은 18~19세가 10.6%, 20~24세 44.2%, 25-29 

세 17.9%, 30-39세 12.1%, 4459세가 15.2%였다. 소 

득은 200만원 미만이 20.1%, 200-250만원이 8.6%, 

250-300만원이 9.9%, 300~400만원이 19.2%, 400-500 

만원이 16.1%, 500만원 이상이 16.1%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a 신 

뢰도 계수 산출, 정준상관관계 분석, 卜검증, 일원변 

량분석, Duncan 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화장품 추구혜택의 요인분석

화장품 추구혜택을 조사한 24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 

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과 문항의 내용 

을 검토하여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였 

다. 1차 요인분석에서 3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2차 

요인분석에서 2개 문항이 더 제외되어 총 5개 문항 

이 제외되었으며,〈표 1〉은 3차 요인분석의 결과이

〈표 1> 화장품 추구혜택의 요인분석

요인 L 브랜드지향 요인부하량

화장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잘 알려진 유명상표 제품을 산다. .79
유명브랜드 전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한다. .78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외국 유명상표의 것을 구입한다. .77
비싼 것이 그만큼 품질도 좋은 것이므로 값비싼 유명상표 화장품을 구입한다. .73
잘 알려진 유명상표가 아니라면 화장품을 사지 않는다. .69

고유치 =3.04, 변량(%戶15.98, 누적변량(%)=15.98, a 신뢰도= .84

요인 2. 유행 요인부하량

립스틱의 색이 최신 유행에 맞지 않으면 유행하는 색의 립스틱을 새로 산다. .76
나는 유행하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75
새로운 색조의 화장품이 나오면 남보다 먼저 구입한다. .71
TV, 잡지 등 광고에서 선전하는 새로운 화장품을 눈여겨 보고 그것을 구입하려 한다. .63
나는 쓰던 화장품이 다 소모될 때까지 새것을 구입하지 않는다. -.54
유행이 지난 색조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51
화장품의 유행경향을 알기 위하여 연예인이나 화장품 광고에 관심을 갖는다. 33

고유치 =2.86, 변량(%)=15.03, 누적변량(%)=31.01, a 신뢰도= .74

요인 3. 경제성 요인부하량

가격할인이 아니면 화장품을 사지 않는다. .74
정상가격보다 할인이 많이 되거나 염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산다. .73
화장품을 살 때 양을 검토해 보고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제품은 사지 않는다. .61
화장품을 살 때 가격을 먼저 고려한다. .61

고유치 =2.09, 변량(%戶10.99, 누적변량(%)=42.00, a 신뢰도= .64

요인 4. 기능성 요인부하량

노화방지, 모공관리, 미백효과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75
자외선 차단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본다. .73
나의 얼굴 타입(건성, 지성)에 맞는지 살펴본다. .70

고유치=1.78, 변량(%)=9.34, 누적변링<%)=5L34, a 신뢰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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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1〉에서와 같이 요인분석결과 4개 요인의 19 
개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처음에 설정하였던 실용성 

은 하나의 변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요인 1은 잘 알려진 유명상표나 외국상표의 화장 

품 구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브랜드지향이라 명 

명하였고, 요인 2는 새로이 유행하는 화장품을 구입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유행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가격할인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구입시 가격을 고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경제성이라고 하였고, 요인 4 
는 노화방지, 자외선 차단효과 등의 기능을 중요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기능성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33 이상이었고, 요인 4까지의 

누적변량은 51.34%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a 신 

뢰도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4까지 각각 .84, .74, .64, 

.60이었다. 요인 4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었으나 전체적인 신뢰도는 만족할만 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4개 요인에서의 성향은 문항점 

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이 값은 이후의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아개념과 화장품 추구혜택과의 정준상관 

관계

자아개념과 화장품 추구혜택의 두 변인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상관관계를 조사하였 

으며,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정준상관관계 분석 

은 한 개 이상의 변수들로 구성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집단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면서 각 변수 

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설명하는 분석방법으로서 여 

러 변인들간의 상호관계를 한번에 파악하는 통계방 

법이다.63)따라서 5개의 자아갸념과 4가지 추구혜택 

변인이 동시에 지니는 관련성을 파악하며,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준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저〕1 정준상관계수, 제2 정준상관계수 

는 각각 .273, .194였고,p=.000,p=.019 에서 유의미함 

을 나타냈다. 화장품 추구혜택은 개인의 자아개념과 

유의적인 관련을 지니는데, 제1 정준함수를 보면 추 

구혜택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자아개념은 가정적 자아 

(1.029)였고, 자아개념이 가장 크게 반영된 추구혜택

〈표 2〉자아개념과 화장품 추구혜택의 정준상관관계

변인
제1 정준함수 

정준가중치

제2 정준함수 

정준가중치

〈추구헤택〉

브랜드지 향 -.316 -.749

유행 -.442 -.134

경제성 -.785 .407

기능성 .599 .155

〈자아개 념〉

신체적 자아 -.266 -.899

도덕적 자아 .017 -.194

성격적 자아 .193 .464

가정적 자아 1.029 -.062

사회적 자아 -.294 -.371

정준상관계수 ,273 .194
정준상관계수 제곱값 .074 .038
Eigenvalue .080 .039
유의도 .000 .019

은 경제성(-.785)이었으며, 그 다음에 기능성(.599) 

과 유행(-.442)이었다. 가정적 자아는 경제성 및 유 

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기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화장품 구매시 

경제성과 유행을 추구하지 않았고 기능성을 추구하 

였다. 이것은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긍지를 지 

닌 여성들은 보수적이면서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게 되므로 화장품 구입시에 유행보다는 기능성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제2 정준함수에서 추구혜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자아개념은 신체적 자아(-・899)였고, 그 다음에 

성격적 자아(464)가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개념과 

가장 크게 관련된 추구혜택은 브랜드지향(-.749)이 

며 그 다음에 경제성(.407)이었다. 신체적 자아는 브 

랜드지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제성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주었으며, 거꾸로 성격적 자아는 브랜드 

지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성에는 긍정적인 영

63) 김병수, 안윤기, 윤기중, 윤상운 SPSS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서울: 박영사, 1987), pp. 56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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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었다. 즉 성격적 자아가 낮고 신체적 자아가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추구혜택은 높았고 경제성 

의 추구도는 낮았다. 이것은 자신의 성격에는 만족 

하지 못하나 신체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여성들 

은 의양적 인 것을 중요시하게 되므로 화장품도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면서, 경제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덕적 자아와 사회 

적 자아는 비교적 낮은 정준가중치를 나타냈으므로 

화장품 추구혜택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심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3. 인구롱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품 추구혜택과 자 

아개념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품 추구혜택의 차이 

를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 

과는〈표 3〉과 같다.

〈표 3〉에서 결혼 여부에 따라 기능성 추구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브랜드지향, 유행, 경제성은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혼여성은 기혼여성보다 화장 

품을 구입할 때 브랜드지향과 유행 추구도가 높았으 

나 경제성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경제성, 기능성 추구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브랜드지향과 유행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Dmcan의 사후검증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면 

10-20대와 30~50대로 구분이 되어 10대와 20대는 

3450대보다 브랜드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소득에 따라 4가지 추구혜택은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브랜드, 유행, 기능성 

을 중요시하였으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기능성은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므로 제조업자들은 모 

든 연령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면서, 특히 고소득자를 타켓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을 비교하면 여성들이 

화장품 구입 시 추구하는 혜택은 기능성이 평균 3.83

〈표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품 추구혜택의 차이 (N=453)

변 인

추구혜冰、

결혼 여부 연 령 소 득
M

미혼 기혼 t 10대 20 대 30 대 40 - 50대 F 상 중 하 F

브랜드지 향 2.93 2.53 4.83** 2.88a 2.95a 2.60b 2.50b 8.25** 3.07a 2.72b 2.72b 10.50** 2.83

유행 2.78 2.43 5.40** 2.79a 2.79a 2.53b 2.34b 12.99** 2.76a 2.71ab 2.58b 3.09* 2.69

경제성 2.60 2.73 -2.00* 2.68 2.59 2.72 2.68 1.02 2.52b 2.70a 2.66a 3.45* 2.63

기능성 3.84 3.81 .48 3.67 3.87 3.80 3.81 1.59 3.94a 3.80ab 3.75b 3.64* 3.83

*p<.05, **/?<.01,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가)).

(AM53)〈표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변 인

자아』셔、

결혼 여부 연 령 소 득

미혼 기혼 t 10대 20 대 30 대 40 - 50대 F 상 중 총｝ F

신체적 자아 3.11 3.23 -2.53* 3.08 3.12 3.15 3.25 1.76 3.22a 3.14ab 3.06b 4.38*

도덕적 자아 3.43 3.58 -4.04** 3.49ab 3.43b 3.52ab 3.58a 4.07** 3.48 3.47 3.45 0.34

성격적 자아 4.17 4.40 -2.64** 4.35ab 4.13b 4.30ab 4.45a 3.44* 4.34a 4.23ab 4.09b 3.14*

가정적 자아 3.84 4.08 -3.99** 4.06a 3.82b 4.08a 4.01a 6.29** 4.08a 3.89b 3.73c 15.39**

사회적 자아 3.47 3.58 -3.94** 3.64 3.45 3.53 3.54 2.42 3.55 3.47 3.46 1.64

*pv.05, **p〈.01,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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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브랜드지향, 유행, 경제 

성의 순서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특히 화장품 구입 

시 기능성을 가장 많이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검 

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혼 여부에 따라 5개 자아개념 변인은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어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신 

체적 자아개념이 모두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이 더 

높았다. 이것은 기혼여성들이 미혼여성에 비해 성숙 

한 면을 지녀 자기 자신을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자아개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자아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40, 50대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10~30대보다 도덕적, 성격적 자아가 높았고,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자아개 

념이 낮았다.

소득에 따라 도덕적, 사회적 자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신체적, 성격적, 가정적 자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은 집단이 이들 특성이 모두 

높았다. 특히 가정적 자아는 소득에 따라 뚜렷이 구 

별되었다. 즉,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나 성격에 자신감을 지니고 가정에 대한 긍지를 지 

니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화장품 구매행동에 따른 추구혜택의 차이

화장품 구매행동에 따른 추구혜택의 차이를 일원 

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5〉와 같다. 본 조사시에는 년 평균 구 

매비와 년 평균 구매빈도를 9단계와 8단계로 세분하 

여 조사하였으나, 분포도를 검토하여 피험자 집단을 

각각 세 집단과 네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구매비 

는 15만원 미만이 28.3%, 15~30만원 미만이 42.6%, 

30만원 이상이 29.1%였다. 구매빈도는 3개 미만이 

26.9%, 4~7개가 41.1%, 8~11개가 19.4%, 12개 이상이 

12.6%였다. 구매처는 4가지 점포와 기타 항목을 포 

함하여 5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구매처의 분포 

는 종합할인매장이 15.5%, 일반대리점이 33.1%, 백 

화점이 31.6%, 인터넷이 11.9%, 기타가 7.9%였는데, 

〈표 5〉의 분석에서는 기타 항목을 제외시켰다.

화장품 구매 비 에 따라 모든 추구혜 택은 p<-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화장품 구매비가 높을수 

록 브랜드지향, 유행, 기능성을 중요시하였고, 경제 

성에는 관심이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김영환64)의 

연구에서 기능성 고려 가 화장품 구매 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던 점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 

은 최근에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이 적극적으로 생산 

되어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높 

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구매빈도에 따라 기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브랜드지향, 유행, 경제성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구매빈도가 높을수록 브랜드지향과 유 

행성을 중요시하면서, 경제성에 관심이 낮았다. 화장

64) 김영환, Op. cit., pp. 57-58.

〈표 5> 화장품 구매행동에 따른 추구혜택의 차이 (#=453)
、변인

추구혜 4、

구매 비 구매빈도 구매 처

15 만원 

미만

15-30 
만원 미만

30 만원 

이상
F 3 개 

미만
4~7 개

8〜11 
개

12 개 

이상
F

종합 

할인 

매장

일반 

대리점
백화점 인터넷 F

브랜드지 향 2.33c 2.93b 3.17a 47.88** 2.53c 2.83b 2.98b 3.25a 13.37** 2.40c 2.49c 3.45a 2.72b 69.75**

유행 2.46c 2.69b 2.92a 19.88** 2.44d 2.65c 2.86b 3.11a 20.60** 2.56b 2.63b 2.83a 2.70ab 4.12**

경제성 2.85a 2.64b 2.39c 18.85** 2.86a 2.59b 2.54ab 2.40c 9.56** 3.07a 2.65c 2.33d 2.87b 29.56**

기능성 3.67b 3.79b 4.04a 13.32** 3.73 3.85 3.85 3.96 2.10 3.66c 3.75bc 3.94a 3.89ab 4.49**

*p〈.05, **pv.01,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a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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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구매비와 구매빈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면서 브랜드나 유행에 대한 

관심은 가장 낮았다. 구매비 및 구매빈도와 유행 추 

구도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Tigert, Ring, King'对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화장품 구매 처 에 따라 모든 추구혜 택 은 p<.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브랜드지향, 유행, 기능성에 대한 관심은 

가장 높았으나, 경제성 추구는 가장 낮았다. 종합할 

인매장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경제성이 가장 높았 

으나, 일반대리점의 소비자는 경제성이 낮은 편이었 

다.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자는 백화점 구매자와 마 

찬가지로 유행과 기능성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화 

장품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새로운 제품의 소개 

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에 특히 주안점을 두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66'에서 의복 브랜드 가치와 심 미성 및 유행 추구 

집단이 경제성 추구 집단에 비해 백화점 구매빈도가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5. 화장품 추구혜택의 다중회귀분석

소비자의 자아개념과 인구통계적 특성이 화장품 

추구혜택에 동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 

하면서, 소비자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소비자 특성은 5가지 자아개념과 결혼 여부, 

연령, 소득의 8개 변인을 택하였다. 결혼 여부는 가 

변인으로 사용하여 기혼자를 0점, 미혼자를 1점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표 6〉과 같다.

브랜드지향에는 결혼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 

고 그 다음에 소득과 신체적 자아가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 3개 변인이 브랜드지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12.4%였다. 즉 미혼여성이며 소득이 높고 신체적 자

〈표 6> 화장품 추구혜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다

중회귀분석 (N=453)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2, F

브랜드지 향

결혼 여부

소득

신체적 자아

.25

.21

.15

5.63**
4.64**
3.37**

R2=124

F=21.28**

유행

연령

신체적 자아

소득

가정적 자아

-.28
.14
.14

-.11

-6.17**
3.07**
2.97**

-2.37*

R2=.113

F=4.33**

경제성
가정적 자아 

결혼 여부

-.23
-.14

-4.90**
-2.92**

RJ.059 
户느 143**

기능성 소득 .14 3.08**
R2=.O21

F=9.50**

*p<.05, **p<.01.

아개념이 높을수록 화장품 구매시 브랜드를 중요시 

하였다.

유행에는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신체적 자아, 소득, 가정적 자아(-)가 동시에 

영향을 주어, 연령과 가정적 자아가 낮으며, 신체적 

자아와 소득이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다. 4개 

변인이 브랜드지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11.3%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유행을 중요시 한 것은 소득이 높 

고 연령이 낮은 젊은 여성들이 의복유행 추구도가 

높았던 선행연구“或)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신체 

적 자아개념 이 높은 사람들이 화장품의 유행을 중요 

시하였던 것도 선행연구可와 같은 맥락이었다. 즉 자 

신의 신체에 긍지를 느끼는 여성들은 새로이 유행하 

는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외모의 매력을 더욱 향상 

시키려 함을 알 수 있다.

경제성에는 가정적 자아(-)와 결혼 여부(-)가 영

65) D. J. Tigert, L. J. Ring and C. W. King, "Fashion Involvement and Buy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3 (1976), pp. 46-52.

66) 고애란, 흥회숙, Op. cit., pp. 811-825.
67) D. J. Tigert, L. J. Ring and C. W. King, Op. cit., pp. 46-52.
68) 김영숙, 김민자, ”기혼녀의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 사회참여도 대중전달매체 이용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패션리더쉽", 한국의류학회지 8권 2호 (1984), pp. 11-17.
69) 유관순, 신상옥, "성격득성과 의상흥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시내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권 2호 (1984), pp. 1-10.
70) 이상회, 김현식, 손원교, Op. cit.f pp. 3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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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어, 미혼여성이며 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경제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기능성에는 소득이 유 

의한 영향을 주어, 여성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화장 

품의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자아개념과 화장품 추 

구혜택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인구통계적 변인과 화 

장품 구매행동에 따른 추구혜택의 차이를 알아보며, 

자아개념과 인구통계적 변인이 화장품 추구혜택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피험자 

는 서울지역의 18~58세 여성 453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화장품 추구혜택은 요인분석에 의하 

여 브랜드지향, 유행, 경제성, 기능성의 4개 차원으 

로 분류되었다.

둘째, 자아개념과 화장품 추구혜택의 두 변인군 

사이 의 정준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제 1 정준변량에 

서 추구혜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자아개념은 

가정적 자아였으며, 자아개념에 크게 반영된 추구혜 

택은 경제성이었고 그 다음에 기능성과 유행이었다. 

즉 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화장품 구매시 경제성과 

유행을 추구하지 않았고 기능성을 추구하였다. 저〕2 
정준변량에서 추구혜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자아 

개념은 신체적 자아였고 자아개념과 가장 크게 관련 

된 추구혜택은 브랜드지향이었다. 즉 신체적 자•아가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추구혜택이 높았다.

셋째, 결혼여부에 따라 브랜드지향, 유행, 경제성 

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미혼여성은 기혼여성보다 

브랜드지향과 유행 추구가 높았고 경제성은 낮았다. 

10대와 20대 여성은 30~50대보다 브랜드지향과 유행 

추구가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브랜드지향, 유 

행, 기능성 추구가 높았다.

넷째, 자아개념은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어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모든 자아개념 이 

더 높았다. 연령별 비교에서 40 • 50대의 연령이 높 

은 여성이 10~30대보다 도덕적, 성격적 자아가 높았 

고,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도덕적, 성격적, 가정 

적 자아개념이 낮았다. 신체적, 성격적, 가정적 자아 

는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을수 

록 더 높았다.

다섯째, 화장품 구매비, 구매빈도, 구매처는 브랜 

드지향, 유행, 경제성 추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기 능성 추구는 화장품 구*'빈도와 유의 한 관 

계가 없었다. 브랜드지향은 백화점 구매자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자였고 

종합할인매장과 일반대 리점 구매자는 브랜드지 향이 

낮은 편이었다. 유행과 기능성은 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가 많이 추구하였고 경제성은 종합할 

인매장에서의 구매자가 가장 높았고 백화점 구매자 

가 가장 낮았다.

여섯째, 화장품 추구혜택 중 브랜드지향에는 결혼 

여부, 소득, 신체 적 자아가 동시에 영 향을 주어 미혼 

여성이며 소득이 높고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화장품 구매시 브랜드를 중요시하였다. 유행에는 연 

령(-), 신체적 자아, 소득, 가정적 자아(-)가 동시에 

영향을 주어 연령과 가정적 자아가 낮으며, 신체적 

자아와 소득이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다. 경제 

성에는 가정적 자아(-)와 결혼 여부(-)가 영향을 

주어 기혼여성이며 가정적 자아가 낮을수록 경제성 

을 중요시하였다. 기능성에는 소득만이 영향을 주어 

소득이 높을수록 기능성을 중요시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아개념 중 신체적 자아 및 가 

정적 자아는 화장품 추구혜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여성은 화장품의 브랜드와 

유행성을 중요시하였으며 가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경제성과 유행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 연령, 소득, 화장품 구 

매비, 구매처 등이 화장품 추구혜택과 관련이 있었 

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에게 맞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화장품 추구혜택의 측정도구 

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가 검토되었으 

나, 예비검사를 거쳐 통계적인 문항분석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이 만든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좋은 측정도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내 

용을 검토하고, 광범위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 

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화 

장품 추구혜택의 측정도구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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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처음에 설정하였던 실용성은 

하나의 변인으로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차후에는 화 

장품의 실용성에 대한 내용이 폭 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연구에서는 포괄적인 화장품 추 

구혜택을 조사하여 추구혜택 세분화 집단에 따른 소 

비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승희, 이명희 (1993). "성인남자의 의복구매동기와 

자아개념과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호.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문 

사.

고애란, 홍희숙 (1995). "의류제품에 대한 혜택세분 

화와 정보원사용 및 상점선택행동 연구”. 한구의 

류학회지 19권 5호.

구양숙, 권현주, 이승민 (2000). "남자 대학생의 의복 

관여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 

식문화연구 8권 2호.

구자명, 이귀영 (2002).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6권 2호.

권태신, 김용숙 (2000). "대학생의 모발화장품 추구 

혜택과 정보원 활용”. 복식 50권 7호.

김남수 (1994). "메이크업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 

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영, 이은영 (1991).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 

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권 3호.

김병수, 안윤기, 윤기중, 윤상운 (1987). SPSS를 이용 

한 통계자료분석. 서울: 박영사.

김영숙, 김민자 (1984). "기혼녀의 패션리더쉽에 관 

한 연구: 사회참여도 대중전달매체 이용도,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패션리더쉽". 한구의류학회 

지 8권 2호.

김영환 (1997). "메이컵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지역 거주자를 중 

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영, 구양숙 (1997). "케이블TV 홈쇼핑을 통한 의 

복구매시 소비자 반응과 추구이점 및 위험지각”. 

한국의류학희지 21권 6호.

박혜원, 임숙자 (2000). "20대 여성정장의류의 편익과 

상표이미지 연구(제 1보): 20대 직장 여성이 정장 

의류에서 추구하는 편익 및 편익 세분화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구의류학회지 24 

권 6호

배정숙, 류현혜 (2004). "성인여성의 메이크업 라이 

프스타일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과 사용정도에 

관한 연구”. 한구의류학회지 28권 2호.

백경진, 김미영 (2004). "화장에 관한 기존연구 유형 

의 분석”. 복식문화연구 12권 1호.

신수연 (2001). ”20-30대 성인남성의 의복추구혜택에 

따른 쇼핑성향, 점포속성중요도, 자기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6호.

유관순, 신상옥 (1984). "성격특성과 의상흥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시내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권 2호.

윤순희 (1993).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 

문'

이경손, 강혜원 (1982).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 

복행위와의 상관연구”. 한구의류학회지 6권 1호.

이경희, 이명희 (1999). "남녀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평가 간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4호.

이명희 (2000). "자기모니터링,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화장품 구매행동 및 사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 

화연구 8권 5호

이명희, 이은실 (2002). "화장품 구매성향과 구매 후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구의류학회지 27권 2호.

이미정 (2002). “우리나라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 

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 이인자 (1985).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 

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한구의류학 

회지 6권 2호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 (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 

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2호.

이승신, 김시월 (1999). "한국 여성의 미의 가치관을 

통해 본 소비행태분석: 화장품을 중심으로”. 연 

구논문집 태평양장학■문화재단총서 & 서울: 재 단 

법인 태평양장학문화재단.

-626



제 12 권 제 4 호 이 명 희 131

이승희, 임숙자 (1998).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권 3 

호.

이현옥, 박경애 (2000).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세분 

화: 사용도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특성”. 한국의 

류학회지 24권 4호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 •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 

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종원, 김재일, 홍성태, 이유재 (1997). 소비자행동 
론. 서울: 경문사.

정주임 (2000). ”소비자의 화장품 상표충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원식 (1968). 자아개념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센 

터.

정원식 (1968). 자아개념검사 검사법요강. 서울: 코리 

안테스팅센터.

조기려, 유태순 (1998). “화장도에 따른 의복근접도 

및 화장근접도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2권 

2 호
채정숙 (2001).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화장품 구매 및 사용행동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권 11호.

홍성순, 오은정 (200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색조 

화장 표현도와 색조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 

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7호

황선진, 김노호 (2001). ”남성복 구매형태에 따른 정 

보원 선택, 위험지각, 추구혜택의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복식 제51권 7호.

황춘섭 (1997). “여고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 특성”. 복식 43호.

Ca아1, T. F., Rissi, J. and Chapman, R. (1985). "Not Just 

Another Prettyfece: Sex Roles, Locus of Control, 

and Cosmetic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1.

Dellinger, K. and Williams, C. L. (1997). "Makeup at 

Work". Gender and Society Vol. 11, No. 2.

Hall, C. S. and Lindzey, G. (1970). Theories of Per

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Humphrey, C., Klassen, M., and Creekmore, A. M. 

(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 4.

Miller, L. C. and Cox, C. L. (1982). "For Appearance 

Sake: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Make up 

U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8.

Peter, J. P. and Olson, J. C. (1987). Consumer Be

havior： Marketing Strategy Perspectives. Home

wood, IL: Irwin.

Shim, S. and Bickle, M. C. (1994). "Benefit Segments 

of Female Apparel Market: Psychographics, Shop

ping Orientations, and Demographic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2, No. 2.

Theberge, L. and Kemaleguen, A. (1979). ^Importance 

of Cosmetics Related to Aspects of the Self'. Per

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8.

Tigert, D. J., Ring, L. J. and King, C. W. (1976). ”Fa- 

shion Involvement and Buying Behavior". Advan

ces in Consumer Research Vol. 3.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