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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that Chinese tourists’ perceptions 
of beauty products and their friendliness toward Korean culture have on beauty 
tourism, particularly on Chinese tourists’ intent to purchase, re-purchase, and recommend 
beauty products. Between the 10th and 21st of June, 2016, a total of 277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Seoul, Busan, and Daegu using SPSS 21.0. Cronbach’s α was 
undertaken to test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s and an analysis of the frequency, 
factors, t-test, and Sobel test used in the study. Korean beauty was derived from two 
factors: “product favorability” and “product excellence and credibility.” Product 
favor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 to purchase, as did participants’ 
friendliness toward Korean culture. Re-purchases and the intent to recommend beauty 
products we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beauty products and the intent to purchase, the study revealed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the participants’ friendliness toward Korean culture on product favorability 
and complete mediation effects on product excellence and credibility. Friendliness 
toward Korean culture had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that product favorability had 
on the intent to re-purchase and recommend. Tourists’ friendliness toward Korean 
culture had complete mediation on the effect that product excellence and credibility 
had on the intent to re-purchase and recommend. According to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Act, the difference between buying and selling beauty depends on the 
difference between purchase and intentions. Friendliness toward Korean culture has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thanks to product superiority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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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현상

은 외국인들이 한국뷰티와 뷰티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런 외국인들의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의 상승은 한국의 뷰티관광객을 증가

시키고 있다(Jeong & Kim, 2016). 중국인들의 경우, 
한류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뷰티와 뷰티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런 관심은 한국의 뷰티관광으로 이어졌다(Yeon, 2016; 
Oh, 2011). Korea Tourism Organization(2015)의 ‘Korea 
National Tourism statistics’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은 2007년 이후로 증가하여 2014년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613만 명으로 중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한국 

방문 시 가장하고 싶은 일로 쇼핑(84.3%)을 꼽았으

며, 그 중 85.4%가 화장품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MCST, 2016). 이러한 현상은 한국 뷰티상품

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뷰티관광으로 이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뷰티상품에 대

한 호감도와 신뢰도, 우수성은 한국을 뷰티관광 목적

지로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에 한류의 영향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하는 현상에서 보듯이(Jung, 2006; Kim & Kang, 2007; 
Kim & Park, 2010; Suh & Suh, 2004), 관광산업에도 

문화적 친밀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적으로 친밀성이 형성되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런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Kim, 
2011).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문화적 친밀

성을 통해 더욱 배가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를 긍정적 방향으로 형성하여 구매행동으로 이어지

게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Choi, 2013; Cui, 2016; 
Kim, B. K.; Lim, Yoon & Kwon, 2009)에서도 문화

적 친밀성이 특정 상품의 구매나 관광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히고 있다. 즉, 문화적 친밀성은 관광 산업의 중

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인이나 그 외의 외국인들의 한국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뷰티관광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뷰티관광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관

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화장품 구매실태, 
뷰티관광의 현황을 조사하는 정도나 단순한 만족도

를 밝히는 실태 조사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Ji & Shin, 
2015; Kim, 2015; Kong, 2011; Oh, Bae, & Ryu, 
2015). 또한 뷰티관광에 영향을 주는 영향변인이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다(Kim & 
Jung, 2015; Seo, 2006; Yang, 2014).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뷰티관광에 영향을 주는 영향변인이나 변

인들의 관계를 밝혀 뷰티관광 구매행동에 어떤 요인

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뷰티관광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친밀성도 구매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뷰

티상품 인식이 뷰티관광 구매의도와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 문화 친

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중

국인 관광객의 뷰티관광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늘어

나는 중국인 뷰티 관광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Background

1.�Current� status� of� inflow�of� foreign� tourists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가구 소득의 증가로 인

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연도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069천명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까지 612.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6%가 증가하였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의 조

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기간 중 활동으로 

쇼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활

동은 2010년에는 72.8%에서 2011년에는 81.0%, 2012
년에는 85.7%, 2013년에는 82.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 품목은 화장품이 가

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꾸준히 화장품 매출액은 증가

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 현황도 ‘85.7%’
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곳도 중국으로 나타나 한국 뷰티

관광에 있어 중국인 관광객은 중요한 소비자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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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해마다 증

가하고 있으며, 체류기간과 지출금액도 외국인 관광

객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ST, 2016). 전
체 외국인 관광객 중 쇼핑지출 비용도 중국인 관광객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B.-H., 2014).

2.�Beauty�products� perception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아지면서 뷰티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Kim, B.-H., 2014; Lee, J. H. 2013). 중국인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뷰티상품에 관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은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대한 

것이었다(Kim & Jung, 2015; Lee, 2012; Seo, 2006). 
중국에서 한국의 뷰티상품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

가받고 있으며, 제품 선택 시 한국의 제품이 기준이 

되어 비교 평가되고 있다(Ha, 2006). Wu(2014)의 연

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뷰티상품을 명품

처럼 여기고 있으며, 가격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가

지고 있다고 하였다. Seo(2006)의 연구에서도 대다수

의 중국여성들이 한국 뷰티상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

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뷰티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한국과 지리

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문화적 동질감과 한국 뷰

티상품의 품질이 유명브랜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Ryu(2009)의 

연구에서도 중국 여자대학생들이 한국 뷰티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한국 브랜드 태도가 호의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Lee(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중

국인들은 한류 현상 이전부터 한국 제품에 대하여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Lee(2007)의 연구에서는 

한류 현상 이후에는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평가가 더

욱 긍정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의 뷰티상품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광 구매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뷰티상품을 뷰티와 관련된 유형의 상품으로 화장품, 
향수, 바디제품, 모발화장품, 이․미용기기용품, 액세

서리 등으로 규정한다.

3.� Friendliness� to�Korean�culture�

문화는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는데 학

습과 경험이 없다면 개인이 가진 특정지역에 대한 이

미지가 그 지역의 문화로 인식되고, 이렇게 인식된 

문화는 관광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S.-H., 2013). 친밀성은 관광지 이미지 형성과 방문 

경험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Kim & 
Han, 2006; Reisinger & Tunner, 2002). 문화 친밀성

은 최근 대부분의 연구에서 심리적 거리로 언급되고 

있다(Han, Won, & Kim, B.-H., 2014; Lee, 2004; 
Lee, 2012). 심리적 거리는 국가 간의 문화를 비교하

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다. 심리적 거리에 대한 연구는 물리적 거리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Gruber & Vernon, 1970; 
Learner, 1974). Ankomah and Crompton(1992)은 거

주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거리나 지리적 거리에 대해 

관광자가 ‘멀다’ 또는 ‘가깝다’ 정도의 인지적 거리를 

설명하였다. Reisinger and Tunner(2002)는 관광자가 

방문 국가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문화의 차이점을 

파악하게 되면 문화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

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행하고 있

는 경우, 친밀성이 높다고 하였다(Kim & Han, 2006). 
Lim, Yoon and Kwon(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친밀성을 느끼면 관

광 목적지로 선택한다고 하였다. 관광을 목적으로 다

른 국가를 방문하여 문화적 친밀성이 형성된 경우에

는 개인적인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어 새로운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Horton & Cole, 
2011; Kangas, 2010). Tacsi(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

적 친밀성이 높아질수록 해당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

지게 되고, 관광자의 방문의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문화적 친밀성이나 유사성이 있을 경우, 친숙한 감정

이 소비 행동이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Han & Terpsrta, 1988; Jin, 2010; Lee, 2004). 
Seo(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 뷰티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Kim and Sohn(2010)은 문화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관광목적지에 대한 추천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Kim(2004)의 문화적 거리와 커뮤니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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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연구에서 상품 요인 외에도 문화적 친밀성이 

상품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

적 친밀성은 구매행동과 만족도, 구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 친밀성은 뷰티

관광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어 뷰티관광 구

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고자 한다.

4.�Purchasing�behaviors

구매행동은 고객의 재구매의도와 재방문, 긍정적 

구전 효과 등 고객만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구매

와 관련된 모든 행동이다. 구매행동은 소비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Sternthal & Craig, 1982)으로, Kim, 
Oh, and Kim(2001)에 의하면 문화적 요인과 동기유

발을 통해 제품을 지각하게 되고, 정보를 탐색한 후 

평가하여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과거의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구매 결정까지 여러 경로를 통

해 탐색하면서 그에 따른 경험과 평가 등을 표출하는 

행동과정을 보인다(Han, Lee, Kang, & Jin, 2012). 
Hong (200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내적 동기와 외

적 동기를 통해 제품을 지각하고, 정보를 탐색한 후 

제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매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Lee(1999)의 연구에서 구매의

도는 소비자가 가진 구매에 대한 의지로서 구매태도

와 구매행동과의 연결점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고 하였다. 구매의도란 소비자의 긍정적, 부정적 신

념과 태도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합

리적인 구매행동을 하고, 소비자의 미래의 행동을 의

미하며(Kim, K. H., 2014), 구매태도가 행위로 옮겨

질 확률이라고 하였다(Guo, 2011). 구매의도는 실제

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구매행

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객은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 후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하고 되고, 주변 지인

에게 권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행동을 하게 

된다.
재구매의도란 개인의 예기된 혹은 계획된 미래 활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확률이다(Jung, 2010). Kim, Lee, and Sun(2008)은 서

비스를 받은 고객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

도에 따라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서

비스에 있어서 구전은 미래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Seo(2006)의 연구에서 고객

은 서비스에 만족했을 경우,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할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반드시 구전을 통하

여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Chae(2004)
는 추천의도는 타인에게 만족하였던 것을 권유하는 

심리적 행동으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긍정적

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Lim(2011)은 권유의 기본 원리는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구전을 하게 되는 것이

라고 하였다. Kim and Oh(2002)의 연구에서 재구매

의도는 소비자가 미래에도 현재 제품 판매자나 서비

스 제공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구매행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뷰티상품에 대한 인식과 한국 문화 친밀성

이 뷰티관광의 구매의도,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Ⅲ.�Research�Methods

본 연구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인식과 한국 문화 친밀성이 뷰티관광 구매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연구문제와 연구모

형(Fig. 1)은 다음과 같다.

1.�Research�problems

연구문제 1. 뷰티상품 인식이 뷰티관광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1-1. 뷰티상품 인식이 뷰티관광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1-2. 뷰티상품 인식이 뷰티관광 재구매의

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 한국 문화 친밀성이 뷰티관광 구매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1. 한국 문화 친밀성이 뷰티관광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2-2. 한국 문화 친밀성이 뷰티관광 재구

매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연구문제 3.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인식이 뷰티관

광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문화 친밀성의 매

개효과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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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4. 성별에 따른 뷰티관광 구매행동의 차

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5. 뷰티관광 이용실태를 밝힌다.

2.�Methods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뷰티상품 인식, 한국 

문화 친밀성, 뷰티관광 구매행동, 뷰티관광 이용실태, 
그 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뷰티상품인식에 대한 문항은 Huang 
(2012), Lee(2012), Kim and Jung(2015), Yao(2016)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문화 친밀성에 대

한 문항은 Jun, Kong, and Lee(2010), Kim, B. K. 
(2014), Wu and Yu(2015), Xu and Hwang(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참고로 수정․보완하

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뷰티관광 구매의도와 재

구매 및 추천의도의 문항은 Kim(2015), Kim and 
Jung (2015), Kong(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

항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성별, 연

령, 학력, 직업, 결혼 여부, 현재 거주 지역 등을 측정

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뷰티관광 이용실태에는 

한국 방문경험, 뷰티관광을 목적으로 한국방문, 뷰티

관광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 방문 경험, 방문 국가, 여

행형태, 체류기간, 뷰티관광 이외에 참여하고 싶은 관

광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과 뷰티 이용실태, 뷰티상품 구매행동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측정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Table 3).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

중번역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한국어로 작성한 후

에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원어민에게 2차 감수를 받은 

후 처음 작성한 한국어 설문지와 일치할 때까지 수정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예

비조사를 수행하여 설문지 문항의 의미를 수정하였

다. 현장 조사 시 조사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숙한 조사원

과 연구자가 함께 실시하였다.

3.�Data�analysis�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 응

답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

광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예비조사는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ㆍ보완함으로써 측정문항을 구

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6월 10일~21일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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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Product 
desirability

Preference for Korean beauty products is high. .867

4.324 36.37 36.37 .756
Interest in Korean beauty products is high. .789

Recognition on Korean beauty products is high. .762

The effects of Korean beauty products are excellent. .747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There are a variety of Korean beauty products. .864

1.022 30.45 66.82 .654
Korean beauty products’ designs are outstanding. .773

Korean beauty products’ image is good. .675

Korean beauty products’ reliability is high. .593

<Table�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울, 부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

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345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

고, 310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의 응

답을 제외한 총 27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 105명(37.9%), 여성 172명(62.1%)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29세 169명(61.0%), 30~39세 73명(26.4%), 
20세 미만 20명(7.2%), 40세 이상 15명(5.4%)로 20대

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명

(13.7%), 전문대 재학 및 졸업 127명(45.8%), 대학교 

재학 및 졸업 91명(32.9%), 대학원 재학 및 대학원 졸

업 이상 21명(7.9%)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학력

자가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 207명(74.7%), 기혼 

65명(23.5%), 기타 5명(1.8%)로 미혼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학생 76명(27.4%), 판매서비스직 57명(20.6%), 
전문기술직과 기타 32명(11.6%), 자영업 28명(10.1%), 
일반사무직 19명(6.9%), 관리직 16명(5.8%), 주부 13
명(4.7%), 공무원 4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화동지역(상하이, 산동, 장쑤, 저강, 안후이, 
장시) 141명(50.9%), 화북지역(베이징, 천진, 허베이, 
산시내, 몽고) 47명(17.0%), 화남지역(광동, 푸젠, 하

이난) 28명(10.1%), 동북지역(랴오닝, 헤이롱장, 지

린) 21명(7.6%), 화중지역(허난, 후난, 후베이) 16명

(5.8%), 서남지역(충칭, 쓰촨, 광시, 원난, 서창, 구이 

저우)과 서북지역(간쑤, 산시, 신장, 닝샤, 철하이)이 

각각 12명(4.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1.0을 사

용하였다. 문항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요인분

석, 회귀분석, 독립표본 t-test,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 등을 실시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beauty� tour� purchasing� behaviors

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beauty�products�perception

한국 뷰티상품 인식의 하위차원들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

정․보완한 10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수는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최종 8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1).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은 뷰티상품의 호감도, 관
심, 인지도, 효과 우수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품질 호

감도로 명명하였다(고유값: 4.324, 전체 변량: 36.37). 
요인 2는 뷰티상품의 종류, 디자인, 이미지, 신뢰도, 
품질 및 신뢰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라 명명하였다(고유값: 1.0221, 
전체 변량: 30.45). 추출된 2개의 요인의 전체 설명

력은 66.82%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5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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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I know Korean culture well, and feel close to it. .809

3.244 54.07 .829

I feel close to Korean life style. .764

I frequently eat Korean foods. .736

There are many Korean entertainers that I prefer. .728

I feel close to Korean pop culture (music, drama, etc.). .688

I enjoy Korean fashion styles. .679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friendliness� to� Korean�culture

한국 문화 친밀성의 하위차원들 밝히기 위하여 선

행연구에서 추출한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

완한 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

해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수는 

고유 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한 결과, 단일 요인으

로 추출되었다(Table 2).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대중문화 인지 정도, 한국 

생활양식의 친근함, 한국 음식 친숙함, 선호하는 한국 

연예인, 한국 대중문화 친숙함, 한국 패션스타일에 관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한국 문화 친

밀성으로 명명하였다(고유 값: 3.244). 요인의 전체 설

명력은 54.07%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

수는 .82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beauty� tour� purchasing� intention�

뷰티관광 구매의도의 하위차원들 밝히기 위하여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Purchasing 
intention

I will select Korean beauty products or services preferentially, 
when I buy beauty products and services. .900

2.541 63.53 .788
I have an intention to purchase Korean beauty products. .846

I am interested in and pay attention to Korean beauty products 
or services. .797

I will buy Korean beauty products or services, irrelevant of 
prices. .616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beauty tour purchasing intention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4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수는 

고유 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한 결과, 단일요인으

로 추출되었다(Table 3).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뷰티상품과 서비스 우선 선

택, 한국 뷰티상품 구매 의향, 한국 뷰티 상품과 서비

스에 대한 흥미와 관심, 가격에 관계없이 한국 뷰티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이를 구매의도로 명명하였다(고유 값: 2.541).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5.53%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

인의 신뢰도 계수는 .78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

성이 확보되었다.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repurchasing� intention�&� intention� to� recommend

한국 뷰티관광의 재구매의도와 추천의도의 하위차

원들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문항을 토

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6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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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ronbach's 
α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I will participate in beauty tour, if an opportunity is given to 
me, when I visit Korea with another purpose. .889

4.267 71.12 .914

I will recommend the beauty products (for example, cosmetics, 
perfumes) to others. .869

I have an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beauty tour to others. .862

I will visit Korea again for the purpose of beauty tour. .854

I have an intention to purchase Korean beauty tour again. .812

I will recommend Korean beauty services (for example, hair 
care, skin care) to others. .768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Varimax 회

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수는 

고유 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최
종 6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재구매의

도와 추천의도가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4).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방문 시 뷰티관광 참여 뷰

티상품 우선 선택, 한국 뷰티상품 타인에게 권유, 한
국 뷰티관광 추천, 한국 뷰티관광 목적으로 방문, 한
국 뷰티관광 재구매, 한국 뷰티서비스 지인 추천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구매 및 

추천의도로 명명하였다(고유 값: 4.267). 요인의 전

체 설명력은 71.12%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의 신

뢰도 계수는 .91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

보되었다. 

3.�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purchasing� intention

한국 뷰티상품 인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뷰티상품 인식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Purchasing intention)

B SE β t p F R2

Constant 2.159 .279 7.729 .000

14.623*** .311Beauty 
products 

perception

Product desirability  .290 .072 .291 4.006 .000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037 .087 .031  .425 .671

***p<.001

<Table� 5>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purchasing intention

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상품호감

도,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 2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재구매 및 추천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회귀 분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

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예측변인

들은 한국 뷰티상품 인식이 구매의도의 전체 분산 중 

3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

면, 한국 뷰티상품 인식에 대한 2개의 요인들 중 인지 

및 호감도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지 및 호감도가 높을 경우,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나 구매로 인한 위험 인지가 줄어 뷰티

상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 뷰티상품을 가격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Liu, 
2014),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와 호감도의 증가로 인하여 품질에 대한 평가도 우수

하다는 Lee, J.-S.(2013)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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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repurchasing� intention�&� intention� to� recommend

한국 뷰티상품 인식이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뷰티

상품 인식이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히기 위해 상품호감도,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 2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재구매 및 추천의도를 종속변수

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그 결과, 회귀 분석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

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예측변인

들은 한국 뷰티상품 인식이 구매의도의 전체 분산 중 

1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

면, 한국 뷰티상품 인식에 대한 2개의 요인들 중 우수

한 품질 서비스가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유의한 예측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뷰티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식할 경우, 

만족도가 높아져 재구매하거나 지인에게 추천하는 

등 사용 후 재구매 및 구매 추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뷰티상품에 대한 인지 및 호감도가 높을 경우, 구
매 후 만족도로 이어져 지인을 통한 뷰티관광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구매에 만족한 고객은 다

른 잠재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재방문을 하게 하고(Ha & Han, 
2001), 고객만족은 타인추천의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Park & Lee, 2007)는 기존의 연구결과들

과 일치하였다.

5.�Beauty�products�perception�and�friendliness�to�

Korean�culture�on�beauty�tour�purchasing�behaviors�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의 한국 뷰티상품에 대한 인

식과 뷰티관광 구매행동의 관계에서 한국 문화 친밀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B SE β t p F R2

Constant 2.466 .303  8.139 .000

16.714*** .109Beauty 
products 

perception

Product desirability  .388 .079   .356  4.938 .000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061 .095 －.046 －.641 .522

***p<.001

<Table� 6>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뷰티상품 인식의 

하위요인인 ‘상품호감도’와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
를 각각 독립변수로, ‘구매의도’와 ‘재구매 및 추천의

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매개변수인 ‘한국 문화 친밀

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

효과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1)� Mediated� effect� of� the� closeness� of� Korean�

culture

뷰티상품인식이 중국인 관광객의 뷰티관광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7). 그 결과, 단계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위요인은 ‘상품호감도’와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로 두 변수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

서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F 검증 결과, 회귀모

형으로써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

공선성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

계(Tolerance Limit) 및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본 

결과, 공차 한계가 .10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는 10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변수 간에 다중공선

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효과의 검증은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검증방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매

개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

에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이때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면 매

개효과가 성립된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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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test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p R2 F

Step 1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Product desirability .323  5.459    .000
.394 90.799***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380  6.412    .000

Step 2 Purchasing 
intention

Product desirability .291  4.006    .000
.090 14.623***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031   .425    .671

Step 3
(Dependent

variable) Purchasing 
intention

Product desirability .159   .094   1.412

.312 42.765***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003 －.200 －2.963
Step 3 

(Intervening 
variable)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000   .609   9.465

***p<.001

<Table� 7>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purchasing intention verification mediated effect    (N=277)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한다.
그 결과, 단계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위요인은 

‘상품호감도’와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로 두 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

호감도’에서 1단계 회귀계수가 .323(p<.000), 2단계 

회귀계수가 .291(p<.000),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한 3
단계 회귀계수가 .094(p<.000)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에서 1단계 회귀계수가 .380(p<.671), 2단계 

회귀계수가 .031(p<.153),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한 3
단계 회귀계수가 －.200(p<.003)으로 나타났다. 즉,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은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한국 뷰티상

품 인식(상품호감도,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과 구매의

Interven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ntervening variable

Intervening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Z

A SEA B SEB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Product desirability .312 .057 .564 .052 4.887***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442 .069 .564 .052 5.517***

***p<.001

<Table� 8>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purchasing intention mediated effect              (N=277)

도의 관계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의 Z 검증을 실시한다. Sobel test
의 결과 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한다(Baron and Kenny, 
1986). 검증결과, 한국 뷰티상품 인식(상품호감도,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Table 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뷰티상품 인식 중 ‘상품호감

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

의 매개효과는 Sobel의 Z 값이 4.887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상품호감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뷰티상품 인식 중 ‘상품

우수성 및 신뢰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

국 문화 친밀성의 매개효과는 Sobel의 Z 값이 5.517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
가 뷰티관광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시 한국 문화 

친밀성의 완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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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광객들의 뷰티 제품과 뷰티서비스에 대한 우수

성과 신뢰성 인식은 문화적 친밀성을 느낄 때만 뷰티

관광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문

화 친밀성은 뷰티관광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뷰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뷰티상품의 품질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외

에도 문화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2)�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repurchasing� intention�&� intention� to� recommend�

verification�mediated�effect

뷰티상품 인식이 중국인 관광객의 뷰티관광 재구

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9). 그 결과, 단계별 조건을 모

두 충족하는 하위요인은 ‘상품호감도’와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로 두 변수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F 검증 결과, 회귀

모형으로써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중공선성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차

한계(Tolerance Limit) 및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

본 결과, 공차 한계가 .10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변수 간에 다중공

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개효과의 검증

은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검증방식

The effect 
test phas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 p R2 F

Step 1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Product desirability   .323   5.459 .000
.394 90.799***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380   6.412 .000

Step 2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Product desirability   .356   4.938 .000
.102 16.714***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046  －.641 .522

Step 3
(Dependent

variable)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Product desirability   .200   2.870 .004

.240 30.004***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229 －3.217 .001
Step 3

(Intervening 
variable)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481   7.109 .000

***p<.001

<Table�9>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mediated effect
(N=277)

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

시에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이때 매

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성립된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한다. 그 결과, 단계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위요인은 ‘상품호감도’와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
로 두 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호감도’에서 1단계 회귀계수가 .323(p<.000), 
2단계 회귀계수가 .356(p<.000), 매개변수와 함께 투

입한 3단계 회귀계수가 .200(p<.004)으로 모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

우수성 및 신뢰도’에서 1단계 회귀계수가 .380(p<.000), 
2단계 회귀계수가 －.046(p<.522),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한 3단계 회귀계수가 －.229(p<.001)로 1, 3단계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매개효과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Table 10). 
한국 뷰티상품 인식(상품호감도, 상품우수성 및 신뢰

도)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의 통계

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의 Z 검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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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bel test의 결과 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한다(Baron 
& Kenny, 1986).

이상의 결과에서 뷰티 관광객들은 상품과 서비스

에 만족했을 경우, 뷰티관광 상품을 재구매하거나, 주
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국 문화 친밀성은 ‘상품호감도’에서만 부분매개 효

과가 나타났다. 뷰티상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식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신뢰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친밀성이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뷰티관광을 재구매하게 하

거나, 타인에게 추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품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

성을 매개로 하여 뷰티관광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므로 뷰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뷰티상품의 

우수성이나 신뢰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친

밀감 형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6.� Beauty� by� tourist� purchases� on� gender� diffe-

rence� in�behaviour

두 집단에 따른 뷰티관광 구매행동의 차이를 밝히

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구매의도와 

재구매 및 추천의도 모두 집단의 점수가 3.0 이상으

Intervening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Intervening variable

Intervening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Z

A SEA B SEB

Friendliness to 
Korean culture

Product desirability .388 .079 .520 .060    4.628***

Quality excellence & reliability .442 .069 .520 .060  －0.640
***p<.0.001

<Table� 10> Effects of beauty products perception on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mediated 
effect                                                                                       (N=277)

Gender
Purchasing behaviors

Male
(n=105)

Female
(n=172) T-test

Purchasing intention 3.30 3.45 －2.020

Repurchasing intention & intention to recommend 3.49 3.81 －3.514**

**p<.01

<Table� 11> Beauty by tourist purchases on gender difference in behaviour

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뷰

티관광 구매행동 중 뷰티관광 구매의도의 평균은 남

성(M=3.30)이 여성(M=3.45)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구매 및 

추천의도의 평균은 남성(M=3.49)이 여성(M=3.81)보
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는 검

증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3.514, p<.01). 이는 중국 여성 소비자들은 

외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가 높아진다는 Xu, Shin, and 
Lim(2015)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과거에는 한류 스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구매

행동이 높은 집단은 주로 여성이었으나, 최근 중국 

남성들도 한류스타에 대한 관심이 구매행동으로 나

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7.�Characteristics� of�beauty� tour

중국인 조사대상자의 뷰티관광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한국 방문경험은 1회 153명

(55.2%), 2회 62명(22.4%), 3회 35명(12.7%), 4회 22
명(7.9%), 5회 이상 5명(1.8%)로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한국 방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은 102명(36.8%), 뷰티관광 이외 

목적 방문은 175명(63.2%)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 방문경험은 있음 103명(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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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174명(62.8%)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을 목적으

로 방문한 국가는 태국 43명(15.5%), 일본 38명(13.7%), 
미국 10명(3.6%), 홍콩 6명(2.2%), 인도 4명(1.4%), 
말레이시아 1명(0.4%)으로 나타났다. 여행형태는 개

별여행 12명(43.3%), 단체여행 110명(39.7%), 기타 

40명(14.4%), Air-Tour 7명(2.5%)으로 나타났다. 체

류기간은 4박 5일 93명(33.6%), 3박 4일 54명(19.5%), 
5박 6일 42명(15.2%), 2박 3일 39명(14.1%), 6박 7일 

24명(8.6%), 7박 8일 이상 16명(5.8%), 1박 2일 9명

(3.2%)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관광 상품은 한국전통문화체험 67명(24.2%), 식도락

관광 58명(20.9%)으로 나타났다. 희망관광활동은 한

국문화전통체험(24.2%), 식도락관광(20.9%), 뷰티관광 

체험 및 사진촬영(10.8%), 뷰티교육참여(8.3%), 기타

(6.5%), 특수목적 관광(쇼핑, 종교) 및 자유 관광(5.1%), 
공연문화관광(4.7%), 영화, 드라마 촬영지 방문(4.3%), 
휴양관광(4.0%), 위락 관광(3.2%)으로 나타났다(Table 
12).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한국 방문경험이 있

었고, 개별여행객이 43.3%로 단체여행객보다 많았다. 
뷰티관광과 함께 식도락,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희망하

였으며, 뷰티관광 체험 및 사진촬영 및 뷰티 교육 참

여 등 뷰티관련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이러한 뷰티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국의 뷰티관광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Ⅴ.�Conclusion

본 연구는 한국의 뷰티상품에 대한 인식과 한국 문

화 친밀성이 뷰티관광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차원의 요인분석 결과, 뷰티상품 인식 요

인은 ‘상품호감도’와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다. 한국 문화 친밀성의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구매행동

은 구매의도와 재구매의도, 추천의도로 나누어 연구

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구매의도는 구매의도 한 요

인으로 구성되었고, 재구매의도와 추천의도가 합해서 

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뷰티상품 인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뷰티 상품 인

식의 2개의 요인 중 ‘상품호감도’ 요인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뷰티상품 인식이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뷰

티상품 인식의 2개의 요인 중 ‘상품호감도’ 요인이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문화 친밀성의 매개효과는 ‘상품호감

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에는 한국 문화 친

밀성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뷰티상품 인식 중 ‘상품우수성 및 신뢰도’가 구매의

도에 미치는 영향 시에는 한국 문화 친밀성의 완전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품호감도’가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에는 한국문화

친밀성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음으로 뷰티상품 인식 중 ‘상품우수성 및 신뢰

도’가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에는 한

국문화친밀성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섯째, 중국인 조사대상자의 집단에 따른 뷰티관

광 구매행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뷰티관광 구매행동 중 

뷰티관광 구매의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재구매 및 추천의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조사대상자의 뷰티관광 이용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국 방문 경험은 1회 153명(55.2%), 2회 62명

(22.4%), 3회 35명(12.6%), 4회 22명(7.8%), 5회 이상 

5명(1.8%)으로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을 목적으로 방

문은 102명(36.8%), 뷰티관광 이외 목적 방문은 175명 
(63.2%)으로 나타났다. 여행 형태는 개별여행 12명(43.3%), 
단체여행 110명(39.7%), 기타 40명(14.4%), Air-Tour 
7명(2.5%)으로 개별여행객이 43.3%로 단체여행객보

다 많았다. 체류기간은 4박 5일 93명(33.6%), 3박 4일 

54명(19.5%), 5박 6일 42명(15.2%), 2박 3일 39명(14.1%), 
6박 7일 24명(8.7%), 7박 8일 이상 16명(5.8%), 1박 

2일 9명(3.2%)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과 함께 참여

하고 싶은 관광 상품은 한국전통문화체험 67명(24.2%), 
식도락관광 58명(20.9%)으로 나타났다. 희망관광활동

은 한국문화전통체험(24.2%), 식도락관광(20.9%)으로 
나타났다. 희망관광활동은 한국문화전통체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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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Korea visit count

1st 153 55.2
2nd 62 22.4
3rd 35 12.7
4th 22 7.9
5th and more 5 1.8

For the purposes of visit 
tourist beauty

Yes 102 36.8
No 175 63.2

Beauty experience to visit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he tour

Yes 103 37.2

No 174 62.8

For the purposes of tourism 
a beauty visited country

Thailand 43 15.5
Japan 38 13.7
America 10 3.6
Hong Kong 6 2.2
India 4 1.4
Malaysia 1 0.4

Type

Independent travel 120 43.3
Full-package organized tour 110 39.7
Air-tel tour 7 2.6
Other 40 14.4

Period of visit 

One night two days 9 3.2
Two nights and three days 39 14.1
Four days and three nights 54 19.5
Five days and four nights 93 33.6
Six days and five nights 42 15.2
Seven days and six nights 24 8.6
over Eight days and seven nights 16 5.8

Hope sightseeing

Beauty to education 23 8.3
Beauty a sightseeing experience and a photo shoot 30 10.8
Korean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67 24.2
Food tours 58 20.9
(shopping, and religion) A tour special purpose 14 5.1
Tourism assets for recreation 11 4.0
Performance culture and tourism 13 4.7
Drama and movie was filmed visit 12 4.3
City tour 2 0.7
Historical sites of tourism 5 1.8
A sport tourism 9 3.2
Recreational tourism 14 5.1
Free tour 18 6.5
Other 1 0.4

<Table� 12> Characteristics of beauty tour                                                       (N=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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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락관광(20.9%)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과 함께 

식도락,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희망하였으며, 뷰티관광 

체험 및 사진촬영 및 뷰티 교육 참여 등 뷰티관련활

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을 목적으

로 다른 국가방문 경험은 있음 103명(37.2%), 없음 

174명(62.8%)으로 나타났다. 뷰티관광을 목적으로 방

문한 국가는 태국 43명(15.5%), 일본 38명(13.7%), 미
국 10명(3.6%), 홍콩 6명(2.2%), 인도 4명(1.4%), 말

레이시아 1명(0.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한국 문화 친밀성은 뷰티상품 인식이 

뷰티관광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즉, 문화적 친밀감이 형성된 경우, 한국 

상품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뷰티관광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뷰티관광을 

처음 구매할 경우에는 뷰티 상품에 대한 인식이 문화

적 친밀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뷰티관광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의 우수한 품질과 신

뢰성 인지도 외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

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뷰티관광 재구매 및 추천의도에서는 한국 문화 친

밀성은 ‘상품호감도’에서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뷰
티관광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뷰티상품으

로 인한 신뢰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친밀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번 구매경

험이 있는 관광객들은 문화적 친밀성보다는 상품 자

체의 우수성이나 신뢰성에 따라 재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뷰티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뷰티관

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뷰티상

품에 대한 호감도, 우수성 및 신뢰도를 인식시키는 

일 외에도 문화적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즉, 한류의 확대와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및 K-Beauty
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문화적 친밀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런 홍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으로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

한이 있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중국외의 다른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뷰티관광에 대한 폭넓은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인 뷰티관광객 유치에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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