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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n efficient marketing strategy for the cosmetic market by analyzing the effect of

consumer desire on buying motive, brand satisfaction, brand attachment, and brand loyalty. The research

conducted a survey using convenience sampling for adult women (from 20 years to 60 years) who purcha-

sed cosmetic items within 6 months. A total of 463 sampl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ata analysi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Customer cosmetic consumption need had six factors: exhibition need, safety need, need

to look younger and to pursue beauty, need to go along with others, eco-friendly need, and pleasure need.

The buying motive had four factors: others-oriented motive, motive to keep skin healthy, economic motive,

and motive to change products. The causality model showed that customer consumption need influenced

buying motive, brand satisfaction, brand attachment, and brand loyalty. There were also significant effects

on buying motive for brand satisfaction, brand attachment, and brand loyalty. In addition, there were indirect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consumption need and brand loyalty. The pursuit for pleasure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rand loyalty.

Key words: Cosmetics, Consumption need, Buying motive, Brand loyalty; 화장품, 소비욕구, 구매동기,

브랜드 충성도

I. 서 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화함

에 따라 화장품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고학력과 개인 가치관 존

중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욕구도 점차

다양화되고 고급화되었으며(Kim, 1994), 2000년대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가치관의 다양화 및 환경오염의 심각

성 등 사회 ·문화적 변화의 방향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욕구가 중요한 주제로 떠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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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그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되었고,

사회 역시 개인의 감성을 강조함에 따라 아름다움의 표

현은 개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

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화장품은 패션제품의 일원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물질적 풍요

로 인해 소비패턴은 점차 감성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Jo, 2005). 현대사회에서 구매행동과 관련된 소비욕구

(consumption need)는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에게 ‘소비’는 기본욕구 충족의 단계를 넘어 쾌락

과 체험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아정체성을 표현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H. S. Kim, 2008). Kim(2007)은

소비자 소비욕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현대사회의 소

비욕구는 하나의 특정된 욕구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의미를 지닌 소비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화장품은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본질적으로 피부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기능

적 욕구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

켜 주기도 한다(H. S. Kim, 2008). 사회환경 변화와 가치

관의 다양화에 따라 최근 화장품에서 소비자들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화장품 소비욕구가 화장품 구매동기, 브

랜드 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매동기는 개인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

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로(E. J. Kim, 2009; Yoon

et al., 2012), 화장품 소비욕구는 구매동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본다.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가 특정 브

랜드를 선호하여 오랫동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J. S. Kim, 2009; J. Y. Kim, 2009), 소비자 욕구는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경

험을 유발하므로 화장품 소비욕구와 브랜드 애착, 충성

도의 관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화장품 소비욕구의 차원

을 밝히고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 브랜드 만족, 애

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화장품 소비욕구의 하위 차원과 구매동

기의 관련성을 통해 화장품 회사들이 자사 브랜드에 적

합한 소비자들의 화장품 소비욕구와 구매동기를 활용

하여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화장품 소비욕구가 브랜드 충성도에

이르는 경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브랜드의 차

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화장품 소비욕구

욕구란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 동인을 말하며, 때로

는 그것을 충동이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욕구는 인간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핍이나 과잉현

상이 생길 때 정상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Charan, 2007). Im et al.

(2007)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

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데 특히, 욕구는 ‘근

본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근본적 욕

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본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상에 대한 욕구를 말하며, 구체적 욕구는 개

인마다 차이가 있고 이는 바로 소비자 자신의 취향이나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욕구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

적인 것이며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분류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Han, 2012). Kim(2007)은 소비욕구란 소비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 개인이 원하고 바

라는 소비소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욕구는 개인

의 내부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에 따라 후천적으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 중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성적 욕구와 감성적 욕구 그리고 자신과 타인 중에 누

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조의 욕구와 표현의 욕구

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욕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개인적 욕구(이성적 욕구, 감성적 욕구)와 개

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욕구(동

조의 욕구, 표현의 욕구)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소비욕구를 연구한 H. S. Kim

(2008)에 따르면 의복욕구란 의복의 획득, 사용 및 폐기

의 소비사이클에서 개인이 의복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

는 목적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결합에 대한 욕

구의 총체이며, 이를 신체만족도와 직업적 특성 및 여가

활동 참여도 등의 소비자 특정 변수와 관련하여 설명하

였다. 신체용모만족도가 높은 소비자는 높은 의복욕구

를 가졌으며, 이러한 소비자는 성취욕구, 기능적 욕구,

쾌락적 소비욕구, 인상형성욕구, 자기표현욕구가 설명

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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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동기

구매동기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를 말하며 구

매행동의 이면에 있는 추진력으로 생리적 ·심리적 욕구

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구매동기는 제품의 구매에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요구에 의해 유발되고 어떤 상품을 구매

하게 하는 재 요인으로서, 구매 시 선택기준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구매동기란 구매하게 되는 개

인의 내적상태로 구매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E. J. Kim, 2009). 소비자 행동연구에 의하면 제

품선택동기는 제품의 유용성에 의한 기능적 동기, 제품

의 외형과 편이성에 의한 미적 ·감정적 동기, 사회적 지

위 ·특권과 관련된 사회적 동기, 가격할인과 같은 상황

적 동기,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유발되는 호기심 동기로

분류되기도 하며 기본적 동기, 선택적 동기, 제품동기, 애

고동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Im et al., 2010).

화장품의 구매동기란 화장으로 인하여 개인의 얼굴

이나 신체에 화장품을 발라줌으로써 얻어지는 아름다

움의 효과를 기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유라고 정

의할 수 있다. 화장품 제품에 대한 구매동기는 소비자

들이 보다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선

택하는 과정으로 어떻게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며 화장품 구매행동분석에 있

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화장품의 구매동

기는 구체적인 항목 위주로 다양하게 측정되었으며, 그

중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미적표현

과 결점보완, 피부보호, 노화방지 등이 대표적인 동기이

며 이외에 기분전환, 호기심 등과 같은 쾌락적 동기의 하

위 차원과 예의, 선물, 판매원의 권유, 화장품 광고 등과

같은 상황적 동기에 의한 경우로 대별되었다(Park &

Lee, 2005). 메이크업 화장품의 경우에는 자기피부발전

과 타인의식 구매동기가 있었으며, 자기이미지 표현, 사

회적 자기보호, 피부보호, 여성적 표현, 그리고 예의 등

의 요인들이 포함되었다(Hong & Park, 1998).

Park and Ku(2009)의 연구에서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황적 구매동기, 내재적 구매동기,

쾌락적 구매동기는 화장품 제품의 속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구매동기는 비본질적

속성과 경제적 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재적

구매동기는 화장품의 실용적 속성과 심미적 속성뿐만

아니라 비본질 속성과 경제적 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적 구매동기는 비본질적

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소비욕구와 구매동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욕

구는 동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소비자 동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Han, 2012; Im et al., 2010).

현대사회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욕구와 구매동기가

자극되어 구매행동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소비욕구와 구

매동기에 관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Yang, 2003).

G. O. Kim(2009)는 스포츠 이용자의 소비욕구는 구매동

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

장품을 소비제품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욕구에 따라

구매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화장품 소비욕구는 구매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브랜드 만족이란 소

비자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써 상

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며 소비자의 신뢰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S. J. Kim, 2008).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가 좋은 경험을 했을 때 만족이

향상되고, 이와 같이 향상된 만족은 충성도를 효과적으

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Bhattacherjee &

Premkumar, 2004). 브랜드 애착이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정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

자는 브랜드에 대해 가까운 사람처럼 느끼면서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감을 형성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Seo, 2009). 최근 들어 브랜드 소비에 대한 관점이 브랜

드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는 관계적 관점으로 변

화함에 따라 감정적 애착을 개인과 소비개체 사이의 감

정적 유대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Park & Lee,

2005). 브랜드 충성도란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

여 오랫동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최

근 단기적 거래 중심의 대중마케팅에서 소비자 개인과

의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마케팅으로 마케팅 패

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브랜드 충성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J. Y. Kim, 2009).

구매동기와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구매동기와 브랜드 만

족, 애착, 충성도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였다.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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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03)은 구매동기가 브랜드 만족 및 충성도에 유의

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Kim(2003)의 연구에서도

쇼핑동기는 브랜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Kim et al.(2011)는 스포츠 관람동기가 브

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2. 구매동기는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Ann

et al.(2006)는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서 강한 브랜드

애착은 높은 브랜드 몰입수준을 이끌어내며, 이는 브랜

드 충성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Kim and Chung(2011)

의 화장품 관련 연구에서 브랜드 만족과 애착은 모두 브

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2005)

는 소비자가 화장품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그 브랜드

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가 높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브

랜드 만족,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

요한 변수로서 본 연구는 브랜드 만족, 브랜드 애착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브랜드 만족과 애착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화장품 소비욕구와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

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있어서 소

비자 욕구는 소비행동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는 소비행

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접근 그

리고 사용과 관련된 기억과 추억을 가지게 되며 결국에

는 브랜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Cui, 2009).

소비자 욕구 충족과 쾌락소비 후 감정형성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Han(2012)의 연구에서 성취

쾌락욕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Rie et al.(2009)는 욕구 충족과 애착이 정

적으로 유의한 관계라고 하였다. 소비욕구는 소비자의

감정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브랜

드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본 연구는

아래의 가설을 제시한다.

H4. 화장품 소비욕구는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화장품 소비욕구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조

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였다. 질적조사의 표본 선정 방

식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한 래더링 심층

면접법(laddering research)을 따랐다. 만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욕구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소비욕구 문헌(H. S. Kim, 2008;

J. Y. Kim, 2009; Kim, 2007; Lee & Choi, 2007)과 질적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소비욕구의 측정문항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와 질적조사결과 화장품 소비욕구

는 과시욕구, 젊음심미욕구, 안전욕구, 관계편승욕구, 자

연친화욕구, 쾌락욕구로 6개의 차원으로 나타났다(Lee,

2012). 화장품 구매동기는 Kim et al.(2006)의 연구와 Lee

(1996), Lee and Lee(2003), Chae(1997) 그리고 Han and

Kim(2002)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브랜

드 만족은 S. J. Kim(2008), Son(2009)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브랜드 애착은 Shin(2009), Yoon(2009)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토대로 측정하였다. 브랜드 충성도는 Kim

(2003), J. S. Kim(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

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제외한 모든 문항

들은 각 측정항목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정

도를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

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을 이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

다.

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조사는 2012년 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

지 최근 6개월 이내 화장품 브랜드를 구매한 경험이 있

는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지역 성인여성(20세 이상~60세

미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63부의

응답자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면, 연령이 30~39세가 157명

(34.0%)으로 응답자 비율 중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20~

29세가 129명(27.9%), 40~49세 미만이 85명(18.2%)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월 평균 소득의 경우 200~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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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이 110명(2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

~400만 원 미만이 100명(21.6%), 100~200만 원 미만이

71명(15.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는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이 257명(55.5%), 서울특별

시가 206명(44.5%)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다(多)항목으로 구성된 연구개념 등에 대한 단일 차

원성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고, 연구단위의 적합도지수 중

χ
2
=861.817, p-value=.000, Normed

2
=1.564, RMR=.031,

GFI=.910, AGFI=.885, NFI=.915, CFI=.967, RMSEA=

.035로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

화장품 소비욕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총 29개의

문항으로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의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 개선을 위해 수정지수를 참

고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수정지수의 사용

후 11개의 문항이 감소하여 총 18개의 문항이 최종 측

정변수로 사용되었다. 잠재요인들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계수를 측정

한 결과 과시욕구, 젊음심미욕구, 관계편승욕구, 자연친

화욕구 그리고 쾌락욕구인 6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1요

인은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우월감이 돋보이

거나 화장품 브랜드와 브랜드 동일시 그리고 화장품 브

랜드로 자신의 품격을 표시하고 싶다와 관련되어 ‘과시

욕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2요인은 피부가 탄력있고

젊어보이거나 피부의 노화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을 포함

하여 ‘젊음심미욕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피

부타입에 잘 맞는 안전한 화장품과 피부의 균형을 유지

시켜주는 것과 관련되어 ‘안전욕구’ 요인으로 명명하였

고, 4요인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이 형성

되고 대중적 유행을 원하여 소비하는 것을 ‘관계편승욕

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5요인은 식물성 성분, 유기농

전문 브랜드, 자연친화적인 제조법을 원하는 것과 관련

하여 ‘자연친화욕구’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6요인은 화장품에서 오감을 충족하거나 제품의 향과

질감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어 ‘쾌락욕구’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측정모델의 요인부

하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001)

.615~.935의 값으로 모두 .6 이상의 요인부하량 값을 가

지고 있어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AVE값의 크

기가 .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

는데, 타인지향동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집중타당

도가 .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타인지향동기는 집중타당도가 .436으로 나타

났다(Table 1).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잠재요인 각각의

AVE와 그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한

결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8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Lee & Im, 2011). 소비자들의 화장품 소비욕구

가 구매동기 및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에 대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을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χ
2

(df)=950.524(557), χ
2
/Normed(χ

2
/df)=1.707로 3 미만의

값이 도출되어 본 연구의 인과모형은 수용할 수 있는 수

준에 해당되었다. 주요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RMR=

.035, GFI=.901, AGFI=.875, NFI=.906, CFI=.958, RMSEA

=.039로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

다는 것이 증명되었다(Fig. 1).

2. 가설검증

본 연구는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와 브랜드 만

족, 애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가설을 설

정했으며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하게 나온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H1은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구매동기 요인 중 타인지향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소비욕구는 관계편승욕구(β=.573,

t=6.444)와 과시욕구(β=.465, t=4.244)로 나타났다. 반면,

쾌락욕구(β=−.374, t=−3.79)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피부유지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

장품 소비욕구는 과시욕구(β=.503, t=5.622)와 쾌락욕구

(β=.281, t=3.671)로 나타났다.

경제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소비욕구로

는 관계편승욕구(β=.103, t=4.374)와 안전욕구(β=.159,

t=2.353)가 있었으며 쾌락욕구(β=-.332, t=-3.765)는 부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변환동기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소비욕구는 관계편승욕구(β

– 886 –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 브랜드 만족, 애착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51

Table 1.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evel Factor Items
Standardized

λ
t-value AVE CR

Cosmetic

consumption

need

exhibition

need

I want to show off my superiority by purchasing cosmetics. .876 −a

.692 .847
If I use a cosmetic from the brand that I choose, others think

that the positive image of the brand looks great on me.
.754 18.944***

I would like to express my dignity by purchasing cosmetics. .861 22.927***

need to look

younger and

to pursue

beauty

I want to purchase cosmetics that make my skin elastic

and resilient.
.752 −a

.557 .906
I want to purchase cosmetics to make me look younger. .705 13.470***

I want to purchase cosmetics that can slow down skin aging. .781 14.430***

safety

need

I want to purchase cosmetics that can control the mois-

ture and oil balance of my skin.
.696 −a

.605 .901
I want to purchase certified cosmetics by clinical results. .813 14.826***

I want to purchase safe cosmetics for my skin. .818 14.872***

need to

go along

with others

I am interested in cosmetics that people around me purchase. .625 −a

.589 .857

I want to purchase popular and trendy cosmetics. .723 12.670***

I want to identify with people around me by purchasing

cosmetics.
.842 14.027***

I want to purchase cosmetics that creates a bond with your

friends.
.856 14.149***

eco-friendly

need

I want to purchase cosmetics with natural ingredients for

my skin.
.807 −a

.617 .902I want to purchase eco-friendly cosmetics. .737 15.832***

I want to purchase organic cosmetics that are suitable for

my skin.
.811 17.319***

pleasure

need

I feel good when I put on cosmetics. .802 −a
.610 .810

I want to gratify my senses by purchasing cosmetics. .760 13.730***

Buying

motive

others-

oriented

motive

I purchase cosmetics based on salespersons recommenda-

tions or by other people.
.615 −a

.436 .656
To follow the cosmetics trends of friends or people around

me.
.702 10.230***

motive

to keep

skin healthy

To make my skin look beautiful and clean. .630 −a

.597 .829For skin that changes according to seasons. .778 13.289***

To show off my skin using this cosmetic. .888 13.972***

economic

motive

Cost-effective. .935 −a
.810 .900

Affordable price. .863 12.609***

motive

to change

products

To change my old cosmetics. .837 −a

.696 .847
Because I am tired of my cosmetics. .832 14.233***

χ
2
=861.817 (df=551, p=.000), Normed

2
=1.564, GFI=.910, AGFI=.885,  RMR=.031, TLI=.960, NFI=.915, CFI=.967, RMSEA=.035

***p≤.001

a: Non-standardized causal coefficient (estimate) was fixed to 1, thus the value of the t and p values are not derived.

=.534, t=7.051)와 안전욕구(β=.170, t=2.009)로 나타났

으며, 쾌락욕구(β=−.302, t=−3.524)와 젊음심미욕구(β

=−.198, t=−2.436)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화장품 소비욕구 중

쾌락욕구 요인은 모든 구매동기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피부유지동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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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Level Factor Items
Standardized

λ
t-value AVE CR

Brand

relationship

attachment

This cosmetic brand cannot be replaced. .767 −a

.686 .897
I feel empty if I do not use this brand. .831 18.868***

This cosmetics brand is lovely. .858 19.579***

I am familiar with this brand. .854 19.469***

loyalty

I am positive to talk to others about this brand. .868 −a

.793 .946I want to maintain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is brand. .920 27.815***

I want to continue to purchase this brand. .883 25.858***

satisfaction

This cosmetic brand achieves more excellent results than I

expected.
.770 −a

.617 .886
I think it was a wise choice to buy the products of this brand. .803 17.207***

I am satisfied with this brand. .783 16.750***

χ
2
=861.817 (df=551, p=.000), Normed

2
=1.564, GFI=.910, AGFI=.885,  RMR=.031, TLI=.960, NFI=.915, CFI=.967, RMSEA=.035

***p≤.001

a: Non-standardized causal coefficient (estimate) was fixed to 1, if the value of the t and p values are not derived.

Fig. 1. Structural mode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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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나 소비자들은 피부를 보호하고

유지할 때 쾌락적인 감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반면 타인지향동기, 경제동기, 제품변환동기에서는

부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쾌락적인 욕구와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장품

소비욕구 중 관계편승욕구 요인은 피부유지동기를 제외

한 모든 구매동기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사회적 준거집단의 정보소통

이 원활함에 따라 제품을 원하게 되는 욕구가 더욱 커

짐을 알 수 있었다.

H2는 구매동기가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련된 것으로 가설검증결과를 보면, H2-1

에서 브랜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구매동기는 피

부유지동기(β=.385, t=4.887)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J. Y. Kim(2009)의 기초 화장품 구매행

Table 2. Hypotheses tes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λ
S.E t-value

Hypotheses

supported

H1

exhibition need

others-oriented motive

.465 .061 4.244*** ○

need to go along

with others
.573 .085 6.444*** ○

pleasure need −.374 .083 −3.793*** ○

exhibition need motive to keep

skin healthy

.503 .048 5.622*** ○

pleasure need .281 .063 3.671*** ○

safety need

economic motive

.205 .159 2.353*** ○

need to go along

with others
.307 .103 4.374*** ○

pleasure need −.332 .115 −3.765*** ○

need to look younger

and to pursue beauty

motive to change

products

−.198 .130 −2.436*** ○

safety need .170 .134 2.009*** ○

need to go along

with others
.534 .097 7.051*** ○

pleasure need −.302 .097 −3.524*** ○

H2

H2-1
motive to keep

skin healthy
satisfaction .385 .088 4.887*** ○

H2-2 others-oriented motive attachment .210 .113 2.451*** ○

H2-3

others-oriented motive

loyalty

−.163 .093 −2.020*** ○

motive to change

products
−.110 .039 −2.436*** ○

H3

H3-1 satisfaction attachment .671 .073 11.219*** ○

H3-2 satisfaction loyalty .495 .086 6.139*** ○

H3-3 attachment loyalty .271 .076 3.120*** ○

H4

H4-1
exhibition need

satisfaction
−.244 .075 −1.948*** ○

pleasure need .362 .108 3.067*** ○

H4-2

safety need

attachment

−.259 .104 −3.896*** ○

exhibition need −.279 .105 −3.340*** ○

eco-friendly need .174 .089 2.573*** ○

pleasure need .170 .098 1.932*** ○

H4-3 exhibition need loyalty .278 .053 3.355***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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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구매동기

는 브랜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2-2에서 브랜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구매동기는 타인지향동기(β=.210, t=2.451)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사람들의 유대

감과 결속력이 브랜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Kim and Kim(2009)의 연구에서 소비자가 브랜

드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

이다. H2-3에서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구

매동기는 제품변환동기(β=−.110, t=−2.436)와 타인지향

동기(β=−.163, t=−2.020)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B. C. Kim(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준다. 즉, 구매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변사람

들에 의해 동조되어 구매를 하는 경우 특정한 한 브랜드

에 지속적으로 충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H3은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의 관계에 관련된 것

으로 브랜드 만족은 애착과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애착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화장품 소비를 통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만족을 할 경우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여러 선행연구결과(S. J. Kim, 2008; Kim,

2010)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브랜드 만족이 높을

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향상되고, 브랜드 애착이 높을수

록 브랜드 충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Lee(2010)와 Moon et al.(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브랜드 만족은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충

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고객의 만족을 위

한 여러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4는 화장품 소비욕구가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H4-1 검증결과, 화장품

소비욕구 요인 중 브랜드 만족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소비욕구는 쾌락욕구(β=.362, t=3.067)로

나타난 반면 과시욕구(β=−.244, t=−1.948)는 부적인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4-2의 경우 브랜

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소비욕구는 자연

친화욕구(β=.174, t=2.573)와 쾌락욕구(β=.170, t=1.932)

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브랜드 애착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소

비욕구로는 안전욕구(β=−.259, t=−3.340)와 관계편승욕

구(β=−.279, t=−3.340)로 나타났다. H4-3에서 브랜드 충

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화장품 소비욕구는 과시욕

구(β=.278, t=3.355)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들의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 브랜드 만

족, 애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화장품 소비욕구의 하위 요인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

친 간접효과에서 쾌락욕구 요인의 경우 간접효과가 .472

로, 관계편승욕구의 경우 간접효과가 −.261로 조사되어

직접효과보다 구매동기와 만족, 애착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쾌락욕구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구매동기와

만족, 애착의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드 충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편

승욕구의 경우도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못했으나 구매동기와 만족, 애착의 매개변수를 통

해 브랜드 충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계편승의 욕구를 가진 소비자는 타인지향동

기와 제품변환동기가 높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는 낮

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구매동기의 유형 중 피부유지동

기는 만족을 매개로 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장품 구매동기로 피

부유지가 중요한 소비자는 화장품 브랜드 만족을 통해

브랜드에 충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of research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smetic

consumption need

need to go along with others
brand loyalty

.017* −.261** −.244**

pleasure need −.100* .472** .373**

Buying motive

motive to keep skin healthy brand loyalty .070* .281** .350**

satisfaction
brand loyalty

.495* .182** .677**

attachment .271* - 27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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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각 변수들의 상호관련성 및 주요 변인을 파

악하고, 화장품 시장의 유통업태별 효율적인 마케팅 전

략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간

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에 대한 소비욕구는 6요인으로 과시욕

구, 안전욕구, 젊음심미욕구, 관계편승욕구, 자연친화욕

구, 쾌락욕구로 도출되었다. 구매동기는 4요인으로 타

인지향동기, 피부유지동기, 경제동기, 제품변환동기로 도

출되었다.

둘째,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 브랜드 만족, 애

착, 충성도에 미치는 인과모형을 살펴본 결과, 화장품

소비욕구는 구매동기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매동기 요인에서 피부유지동기는 브

랜드 만족, 타인지향동기는 브랜드 애착, 그리고 타인지

향동기와 제품변환동기는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 만족 및 애

착은 충성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화장품 소비욕구의 각 요인은 브랜드 만족과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브랜드 충성도에는 과시욕구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통해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충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화장품 소비욕구의 하위 요인이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간접효과에서 쾌락욕구가 구매동기와 만족,

애착의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편승욕

구는 브랜드 충성도에 부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 브랜드

만족, 애착 및 충성도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화장품 소비

욕구의 하위 차원을 밝히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개발하였으며 화장품 소비욕구는 일반 제품의 소비

욕구와 달리 안전욕구, 젊음심미욕구, 자연친화욕구가

차별화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장품 산업에 있어

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피부의 안전성과 젊고 아름다운

피부유지 그리고 유기농 제품개발 및 서비스에 효율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회사들은 자사

브랜드에 적합한 소비자들의 화장품 소비욕구를 활용

하여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화장품 소비욕구가 구매동기, 브랜드 만족,

애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화장품 소

비욕구 유형 중에서 과시욕구 요인의 경우 충성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소비욕

구 요인인 과시욕구는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시적 소비욕

구가 큰 소비자를 겨냥하여 우월성과 품격을 강조한 광

고 및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보인다. 끝으로 화장품 브랜드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 소비욕

구 중 쾌락욕구가 브랜드 충성도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소비에서 쾌

락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화장품 소비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관

계편승욕구는 브랜드 충성도에 부적으로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타인지향동기와 제품변

환동기가 높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는 낮은 것으로 보

이며, 타인과의 관계지향적인 소비자일수록 특정 브랜

드에 충성하는 정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매동

기의 유형 중 피부유지동기는 만족을 매개로 하여 브랜

드 충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피

부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고 소비자

만족을 유도한다면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에 따라 후속연구를 제언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소비욕구에 대한 선행연

구 부족으로 인하여 측정도구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

과 경기 지역의 여성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 차원과 화장

품 구매행동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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