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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기능 품   각 고 는  시 에   쇼핑몰  통해 기능 품  

매한 경험  는 20~50  남   193  상  기능 품 에 한 식, 능에 한 식, 재 

매 도에 하여 사하여 남  들  기능 품에 한 식과  함  뷰티시 에  마케

 략  보하고 매  한 기초 료  공하고  하 다. 별에  기능 품 에 한 

식 사 결과, 남 가 연한 식 차  보 는 , 특히 미 품   는 질 에 남  답 는 30.8%에 

과하여 남 가 한 차  보 다(t=31.688, p<0.001). 또  들  기능 품   피 에 

미치는 능   식하고 었 나 실  재 매 도에 는 3  기능 품에 하여 별, 품  별 

 한 차  나타내 남 들  여 에 해 기능 품에 한 한 지가 할 뿐 아니리 매 

도도 낮  알  었다. 라  기능 품 개  시 남·여  가 만 하  지가 용 한 표기

 합한 가격 책  통해 들  필  심에 맞는 안  마 어 야 할 것 라 사료 다.

주 어 :  쇼핑몰, 기능 품, 품 , 미 품, 재 매 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cosmetics market and provide basic data needed to 
promote sales and PR after reflecting consumer demands and needs in the development of cosmeceuticals. For 
this, it investigated their perception regarding the ingredients and efficacies of cosmeceuticals and repurchase 
intention among a total of 193 adults in their 20-50s who have had prior experience of buying these types of 
products from an online shopping mall as the importance of cosmeceuticals is emerging. According to a survey 
on consumer perceptions regarding the ingredients of cosmeceuticals by gender,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particular, when asked about the ingredients of whitening cosmetics, the 
percentage of male respondents was as low as 30.8%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t=31.688,p<0.001). In addition, most consumers were very aware of the efficacies of the ingredients of 
cosmeceuticals on the skin. In terms of actual repurchase intention,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y gender and product type in 3 different cosmeceuticals. In other words, men were lower than women in 
terms of awareness of cosmeceuticals and repurchase inten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plan which 
satisfies both men and women, easily labels ingredients and meets consumer needs and demands through proper 
pricing policy are needed during the development of cosme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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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남녀 모두에게 외 인 아름다움이 개인의 경쟁

력으로 떠오르면서 미에 한 심과 화장품에 한

심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화장품 성

분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화장품에 한 소비자들의 인

식변화와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과학기술집약 연구로

기능성 화장품에 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일 기

능성화장품보다 주름과 자외선차단, 미백과 주름 등 2가

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복합기능성 제품들이 높은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1].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피부의 미

백에 도움을주는 제품’, ‘피부의주름개선에 도움을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한다[2]. 우리

나라 화장품 매업체의 체 매출 기능성화장품의

매출이 25%를 차지하고, 매업체 87%가 기능성화장품

을 취 하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의 사용 빈도와 의존도

가 증가하고 특히, 특정성분과 효능을 기 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이에 한 안 성 요구는 가 되고, 소비

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요성도 강조되고 있다[3].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발된 허

·과장 고의 수가 2012년 11,325건으로 2009년보다 10

배 이상 증가하 다[4]. 이는 제품의 효능·효과에 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끌기 해 다수의 화장품 회사들이

임상테스트의 효과를 과장 고해 소비자들을 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효능을 가져야만 하는 가능성

화장품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

다. , 2013년 유로모니터 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1인당 화장품 구입비가 세계 1 를 차지하 고,

남성들을 한 화장품시장도 뜨겁게 과열되고있는 추세

이다[5]. 이러한 화장품 시장의 풍요 속에서 꼼꼼한 여성

소비자들과 다르게 명한 제품 선택을 해 남성 소비

자들은 기능과 성분에 해 얼마나 이해하고 구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의 구매는 허 과장 고가 많고 이에 한 소비자들의

부작용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안 성과 성분의

기능성에 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 이다. 지 까지

기능성화장품에 한 연구는 김명희(2010)의 ‘화장품

성분 표시제에 한 소비자 인식 연구’[6], 김경미(2011)

의 ‘화장품 성분표시제에 한 성인 여성의 인식

련 요인 연구’[7], 이정민(2011)의 ‘성인 여성의 화장품 성

분 성분표시제에 한 인식도 연구’[8] 등으로 이상

의 연구들은 부분 여성 소비자들을 상으로 표 마

을 한 소비 행동을 악하는데 그쳐 남여소비자들

을 상으로한 기능성화장품에 한 인식, 향력, 재 구

매 의도 등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남

여 소비자들의기능성화장품에 한인식 재 구매의

도에 해 조사하여 소비자들을 한 안 하고 효능이

우수한 남녀용 가능성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경

2.1 기능 품

화장품 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매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

에 기려함을 목 으로 하는 것으로, 1999년 9월 7일 제

정되었다. ‘화장품’이란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는 증진하기 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 법제2조에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에서 다음 감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으로서 총

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믄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

호 하는 데에 도움일 주는 제품

2.2 기능 품    능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은 닥나무 추

출물, 알부틴, 에칠아스코빌에텔, 유용성감 추출물, 아

스코빌 루코사이드, 마그네슙아스코빌포스페이트, 나이

아신아마이드, 알 비사보롤,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

이트 등 9가지가 표 이다.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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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침 마스크에한하며, 제품의효능·효과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다’로 용법·용량은 ‘본품 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다’로 제한한다. 피부의 주름 개선

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표 성분은 티놀, 티닐팔

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 이티드 틴아마이드 등

으로 제형은 미백제와 마찬가지로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 마스크에 한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는 ‘피부의주

름 개선에 도움을 다’로 제한한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

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주는 제

품의 주요성분은 벤조페논,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

이드 등으로 사용법은 미백제와 동일하다[9].

3. 연   

3.1 연  상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상으로기능성 화장품에

한 인식 재 구매 의도에 하여 알아보고자 2015년

3월1일부터 2015년 5월4일까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

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비조사를 거친 후 장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 수집을 한

조사 상자는 서울 거주 20∼50 남여 200명을 상으

로 설문 조사를실시하 고, 그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

문 7부를 제외한 193부를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

3.2 연  도   측  

설문 구성은 조시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월

평균 화장품 구입비 총 7문항으로 구성하 고, 기능성화

장품성분에 한인식 실태비교분석은진주 (2011)[10]

의 연구를 바탕으로 명목척도 5문항, 기능성화장품의 효

능 인식과 재 구매 의도 분석은 김은정(2012)[11]의 연구

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리커트 척도 8문항으

로 구성하 다.

3.3 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구체 인 통계 기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조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하 다.

둘째, 성별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에 한 인식 실태

사용 실태를 비교하기 해 교차분석(X2-test)을 하 다.

셋째, 성별과 화장품 종류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효

능 인식과 재 구매 의도를 알아보기 해 t-test와 분산

분석을 하 다. 분산분석의 사후검정으로 Duncan-test

가 사용되었다.

4. 결과  고찰

4.1 사 상   특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20∼50

성인 남녀 193명을 상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상자

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7.9%, 52.1%로나타났으며, 연

령은 20 25.2%, 30 31.1%, 40 23.5%, 50 20.1%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의 경우 응답자의 45.4%가 학교

재학 는 졸업으로 나타나가장 높은 비 을 보 고, 고

등학교 졸업이 25.7%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의 경우

문 기술직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화장

품 구입비용은 3만원미만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신

뢰도 모두 .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4.2 기능 품 에 한 식 실태 

식품의약품 안 처 보고에 의하면 2014년 기능성 화

장품의 생산실 은 체 화장품생산 실 의 33.2%로

체 화장품 비 기능성화장품의 비율이 차 상승하고

있음을알 수있다[9]. 국내 부분의소비자들은 특정 기

능을 갖춘 기능성화장품을 선호하며, 특히 기능성화장품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복합 기능성화장품이 인기

를 끌고 있다[12]. 이에 국내 남녀 소비자들을 상으로

기능성화장품에 한 정확한 정의와 일반 화장품과의 차

이 인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

화장품과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에 한 질문에 남성소비

자들은 65.8%가 ‘아니오’라고 응답하 고, 여성소비자들

은 68.2%가 ‘ ’라고 응답하여 남녀의 기능성화장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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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 차이를 확연하게 보 다. 남성용 기능성 화장품

소비량도 꾸 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남성 소

비자들은 아직 기능성화장품의 정확한 정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성분에 한 질

문에서 3가지 기능성제품 모두에서 남녀가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먼 미백화장품의 표 성분을 선택하는

질문에서 아데노신, 콜라겐, 비타민C, 라벤, 리세린

비타민C 정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30.8%에 불과하

다. 반면 여성 소비자들은 70.4%가 정답을 선택하여 남

녀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t=31.688, p<0.001). 특히, 남

성의 경우 44.6%가오답인 ‘콜라겐’을 미백성분으로 인식

하고 있어 남성소비자들은 성분에 한정확한 지식보다

고와 매체의 향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주름 개선 화장품의 표 성분을 선택하

는 문항에서 정답인 티놀을 선택한 응답자가 남성의

경우 64.6%, 여성의 경우 82.4%로 미백화장품보다 남성

들의 정답자 수가 많았다.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표

성분을 묻는 질문에는 남녀 모두 다소 낮은 정답율을 보

다. 이정란(2016)[13]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성화장품

의 정의에 하여 들어본 인 있다’는 질문에 30 와 40

는 각각 93.0%, 94.6%로 부분이었으나, 20 와 50

이상은 각각 89.4%, 82.2%로 응답되어, 연령별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고,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한 20 와 50 이상

이 각각 8.0%, 15.1%가 응답하여 마찬가지로 연령별 유

의한 차이를 보 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기능성화장품의

정확한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 생들을 상으

로 한 김은정(2012)[11], 조아란(2011)[14]의 연구결과에

서도 피부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사

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능성화장품에 한

정보가 부족한 여 생들이 자신의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해 여드름개선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고 사

용할 소지가 있다고 단되어진다. 그러므로, 기능성화장

품의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와 함께 기능성화장품에 한 올바른정보 달도 이

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사료 된다.

4.3 기능 품  능 식과 재 매 도

기능성화장품의 출시와 사용이 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비자들의 기능성화장품이 피부에 미치는

효능에 한 인식 정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 다. 남

(M=3.84, SD=0.83), 여(M=3.90, SD=0.83) 모두 화장품성

분이 피부에 향을 미친다고 인지하고 있어 성분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구매 시

성분에 한 효능을 고려하는 가에 한 질문에는 여성

이(M=3.53, SD=0.96)이 남성(M=3.34, SD=0.92)보다 화

장품 구매 시 성분의 향을 더많이인지하고있는것으

로 나타났다(t=-2.025, *p<0.05). 성별에 따른 3가지

기능성화장품에 한 재 구매의도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모든 화장품종류에서 재 구매 의도의 유의한 차

이를 보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값이 모두 높게 나타

나 재 구매 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주름 개선 화장품, 미백화장품, 자외선차단화장품

순으로 재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미

백 화장품, 주름개선화장품, 자외선차단 화장품순으로

재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재 구매 의도에 있어 M=4.27로 매우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화 방을 한 자외선차단제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5]. 반 으로

화장품효능에 한 인지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재 구

매 의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재 구매 의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주름개선 화장품 재 구매 의도에서 성별 평균

값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은 효능의

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구매 시에는 가격이나 기타 다른

요인을더 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있으며이는한도

경(2016)[16]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남녀 모두 ‘가격’을

시하시만, 여성소비자들이 남성소비자들 보다 ‘주름개선’,

‘미백기능’ 항목을 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따른 효능 인식과 재 구매 의도

를 <Table 2>에 도시하 다. 각 화장품이 피부에미치는

향력을 묻는 항목에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 가장 많

은 응답을 보여 많은 소비자들이 미백 화장품과 주름 개

선 화장품보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 피부에 더 큰 향

력을 미친다고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화장

품 재 구매 의도에 해서는 모두 평균보다 높은 값을보

여 반 으로 재 구매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한 평균값이 4.10으로 가장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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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이는 사용한 제품의 효능보다는 자외선차

단 화장품에 한 요성의 인식 때문으로 생각된다. 화

장품은 ‘유효성’, ‘안 성’, ‘사용성’, ‘안정성’의 4가지 요건

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제품이 변색되거나 변질

되어서는 안 되고 인체에 한 자극 독성이 발생해도

안 된다. 한 사용감이 좋아야 되고, 특히, 기능성화장품

은 사용 목 에따라 기능이 뛰어나야 하며, 배합된 원료

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17]. 이처럼

기능성화장품은 배합되어 있는 원료의 성분과그 효능이

요하며, 많은 남녀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만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 실제 재 구매에는 크게 향을 못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분보다 가격의 합성이 재

구매 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18].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도 합리 이고 경제 인 가격 책정

과 가격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효능이 우수한 원료와 안 성이 입증된 원료

개발이 필요 할것이며, 이와함께 성분표시제 사용

기간을 정확하게 표기함으로 안 성에 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요 할 것으로 단된다.

M. S.D. t

Effect of whitening cosmetics

on the skin

m 3.51 0.89
0.954

f 3.40 0.85

repurchase intention for

whitening cosmetics

m 3.15 0.98
-4.055 ***

f 3.68 0.99

Effect of wrinkle cosmetics on

the skin

m 3.32 0.85
-0.999

f 3.44 0.82

repurchase intention for wrinkle

cosmetics

m 2.91 1.22
-9.068 ***

f 3.90 0.90

Effect of UV-protection

cosmetics on the skin

m 3.93 0.76
0.143

f 3.92 0.78

repurchase intention for

UV-protection

m 3.86 0.95
-4.692 ***

f 4.27 0.79
*** p<0.001

<Table 1> perception regarding efficacies of 

            cosmeceuticals and repurchase 

            intention

M. S.D. F

perception

regarding

efficacies

whitening

cosmetics
3.43 b 0.86

44.021 ***

wrinkle cosmetics 3.41 b 0.83
UV-protection 3.93 a 0.77

repurchase

intention

whitening

cosmetics
3.54 b 1.01

39.891 ***

wrinkle cosmetics 3.50 b 1.15

UV-protection 4.10 a 0.89
*** p<0.001

<Table 2> perception regarding efficacies and 

repurchase intention

5. 결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50 남녀 인터넷

쇼핑몰 화장품 소비자들을 상으로 조사 상자들의 일

반 특성과 성별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에 한 인식 실

태를 알아보고,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인식과 재 구매 의

도를 성별과 화장품 종류에따라 나 어 분석 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오늘날 화장품 안 성문제가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지만, 부분의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성분에

하여 제 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성분에 심

이 있다하더라도 제품구매 시성분확인을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많은 소비자들

이 표시된 성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소비자들을 한 화장품 성분에 한 홍보와 표기

의 단순화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유해성분에

한 철 한명시가 요할 것으로 단된다. , 소비자

들을 한 안 문제 강화와 화장품에 한 홍보 교육

증 가 필수 이라고 생각되며, 화장품 성분표시제가

효율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소비자에 비해 상 으로 성분 이해가 떨

어지는 남성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에 한 효능을 잘 인

지함에도 불구하고 재 구매율은 높지 않았다. 주름에

한 고민이 많음에도 미백화장품이나 자외선차단 화장

품의 구매율이 상 으로 높아 남성들의 경우 재 구매

시 효능과 성분보다는 기타 다른 의견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남성화장품 시

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남성들을 한 제품도 더욱 다

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의 매

출이 세계 남성화장품 매출의 21%를 차지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19]. 따라서 남성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성분인지가 용이한 표기와 합한 가격정책을 통해 소비

자를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자료

를 토 로 성공을 지향하는 남성 소비자들을 한 다양

한 상품 개발과 마 략을 실행한다면 남성 뷰티 시

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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