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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cosmetic distribution channels were formerly divided into sales visits and specialty 

shops, which made up the entire cosmetics market. However, recently the market and 

cosmetic distribution channels have become much more diversified. Thus, research for this 

study focused on the usage and purchase situations of cosmetic distribution channels 

depending on cosmetic type perception. This study also focused on the intent to purchase 

cosmetics by a cosmetic distribution channel in order to provide a precise cognitive 

background of consumers regarding cosmetic distribution channels. In doing so, the 

competitiveness of those channels could be procured an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can be investigated.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on the cosmetics industry, cosmetic 

distribution channels, and consumers’ intent to purchase. A survey was implemented from 

September 1st to 14th, 2014 for empirical testing. and was given to female consumers in 

their 20s. 468 out of 500 surveys were collected; a total of 415 were used for analysis 

while the others were excluded due to with unreliable responses. The SPSS 21.0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of materials. The overall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cosmetic distribution channels and intent to purchase. 

The above research results may stimulate establishment of marketing implic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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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유통채널이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구매를 하는 쇼핑의 공간을 

의미하며 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

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유통업의 경우. , 

년대에 들어서 대규모 자본이 유통업에 대거 1990

투입됨에 따라 유통의 산업화가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유통분야는 년 유통시장의 전면 , 1996

개방과 인터넷 발달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고효

율 대규모 소매 업태인 할인점의 폭발적 증가로 , 20

세기에는 오프라인에 국한되던 화장품 유통채널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분야까지 확장되었다21 .  

화장품은 기호성과 유행성이 강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의 특성을 지닌 

고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그 유통경로가 백화점 면, 

세점 다단계 전문점 인터넷 약국 피부과 피, , , TV, , , , 

부 관리실 기내 방문판매 등등 매우 다양하, ( ), 機內

게 포진되어 화장품 유통채널의 다각화 현상이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화장품 유통시장은 년 글로. 2009

벌 금융위기 이후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사치재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충족시키는 필수소비재로 향상됨에 

따라 합리적 소비와 접근성 높은 유통채널에 대한 

선호가 모든 소비자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

다 또한 유통채널의 다각화 과정에서 백화점과 대. , 

리점의 양극체제에서 벗어나 면세점 온라인 홈쇼, , 

핑 등 신 성장채널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 

게 나날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화장품 유통채널

의 변화는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화장품 유통채. 

널들의 마케팅 전략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초점을 소비자에게 두고 있다 특정 유통채널을. 

선정하여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 유통채널

의 중요한 표적시장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지는 

유통채널의 인식차이에 대한 정보는 경쟁이 치열해

지는 유통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가지는 각 유. , 

통채널의 인식도에 대해 꾸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 

의 목적은 화장품의 주요 유통채널에 대한 각각의 

마케팅적 시사점 및 경영전략 수립을 활성화시키고, 

화장품 유통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기본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화장품 . , 

산업의 발전을 통해 화장품 유통채널의 경쟁력 확보 

및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인식적 

배경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론적 배경II. 

화장품 유통채널 및 경로  1. 

유통채널 의 개념  1) (distribution channel)

유통채널이란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제품이나   “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 포함된 상호의

존적인 모든 조직 이다 즉 유통채널은 제조업체로” . , 

부터 최종소비자 혹은 기업고객 에게로 제품 및 서( )

비스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체나 개인

들로 정의된다 유통채널은 여러 유통 (Kotler, 2002). 

조직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끊임

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유통경로의 구성원. 

은 경로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

research material when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to promote cosmetic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Keywords 화장품 유통채널 :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 awareness of cosmetics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 소비자             distribution channels( ), consumer( ), consumer   

소비자 구매의도             purchase intention( )     



황금빛누리 신세영 · / 성인 여성의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3

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유통시장의 대외적 개방, , 

국내외 다양한 소매점 간의 경쟁심화 소비 수요의 , 

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 , 

비자의 기대수준이 증대되고 선택기준이 다양화되었

다 또한 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도 동시. , 

에 요구되고 있으며 교환 과정의 촉진 제품 구색 , , 

효용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연결 고객서비스 제공 , , 

등의 기능을 가진다 즉 유통의 기능은 소비자에게 . ,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유통 관리의 핵심은 최종 . 

이용자 고객 의 구매 서비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유( )

통경로 구조 시스템 를 구축하는 것이다( ) (Ahn, 

나아가 경로 구조 내 구성원들의 동참과 협2013). 

력을 유도하고 그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 

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의 화장품 유통채널  2)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유통채널인 백화점이 소비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제품

구색 편리한 입지 쾌적한 쇼핑공간이다 또한 소비, , . 

자에게 백화점에서의 제품구매가 사회적 지위와 관

련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주요 경쟁우위의 원

천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침체와 더불어 화장품 .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백화점 화장품의 판매

액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저가 브랜. 

드샵 업체들이 년부터 크게 늘면서 화장품의 2011

유통 채널과 가격이 다변화하고 최근엔 온라인 쇼핑

도 가세하여 국내 백화점 화장품의 외형은 지난해 2

조원대에서 조원대로 감소하였다1 (Choi, 2014).

또 다른 화장품 유통채널인 로드샵은 길거리 외  (

부 에 위치하는 화장품 전문점이라 할 수 있다 최) . 

근 떠오르고 있는 로드샵 화장품의 특징 중에 하나

는 유통구조 축소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화장품

이라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국내 화장품 시장은 저. 

가화장품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화장

품 산업이 타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고 고부가가

치 특성으로 인해 현재 로드샵 시장은 성장이 정체

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로드샵은 현재 상황을 다시 . 

한 번 되짚어보고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 , , 

등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방문판매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무점포형 소  

매업이다 방문판매의 장점은 손님이 원하는 상품을 . 

실제로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손님을 이해,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년대 들어 화장. 2000

품 방문판매는 년 에서 년 로 비2003 33% 2007 24%

중이 급감했고 년에는 로 또다시 하락했다2012 21%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이 줄어든 가장 (Lee, 2014). 

큰 요인은 로드샵 의 등장이다 로드샵 시장은 해가 ‘ ’ . 

갈수록 비대해지면서 젊은 여성뿐 아니라 방문판매

로 화장품을 구입하던 중년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쳤

다 이에 따라 신 방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 ) , 新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 판매원의 이미지를 아줌마

에서 전문적인 카운슬러로 바꾸고 방문판매를 영업, 

이 아닌 고객관리로 인식을 전환했다 생활건강은 . LG

체험형 방문판매사업인 뷰티 애비뉴 를 강화하고 ‘ ’

있다 또한 최근에는 참존은 전략 샘플 세미나. ‘3S ( , , 

서비스 을 통해 기존과는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

내세웠다.

또 다른 화장품 유통채널 중 하나인 인터넷 쇼핑  

몰은 제품의 탐색 구매 결제 등에 시간적 공간적 , , ·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이로 인한 소비자와 판

매자 간의 거래 비용절감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최근 주요 화장품 기업들. 

이 자체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을 앞 다투어 오픈하

고 있고 소셜커머스의 등장으로 호기를 맞고 있는 ,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 및 우려가 대폭 완화되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Kim, 2014). 

제 제품의 품질 결제 과정 배송 과정 및 반품 과, ,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단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 

화장품 거래액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판매 거

래액은 과거 년 동안 연평균 성장했다3 14.1% 

온라인 화장품 유통이 기존 저가 이(Moon, 2014). 

용 고객과 고가 백화점 이용 고객까지 흡수하며 고

성장을 이루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쇼핑을 위해 를   T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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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통신 판매 형식의 첨단 무점포 유통채널이

다 홈쇼핑은 제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 TV 10%-30% 

정도 저렴하며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유익한 , 

상품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빠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홈쇼핑은 가장 역. TV

사가 짧은 다이렉트 마케팅 수단이며 현재 국내 , TV

홈쇼핑 시장은 홈쇼핑 홈쇼핑 등 개의 선발CJ , GS 2

업체와 년 방송을 시작한 후발 사 농수산홈쇼2001 3 (

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총 개사가 경쟁하, , ) 5

고 있다 이러한 홈쇼핑의 화장품 시장은 지난 . TV 5

년간 연평균 씩 성장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10%

해 왔다. 

마지막으로 드럭스토어 는 기존 약국에서 주로   ‘ ’

취급하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외에 ,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모, , , 

두 취급하는 복합 점포를 말한다 현재 (Lee, 2009). 

드럭스토어는 국내의 화장품 업계로부터 또 하나의 

신 유통으로 각광받고 있다 드럭스토어 위 기업인 . 1

씨제이 올리브영의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뷰티케

어가 년 기준 퍼스널케어가 로 51.7%(2013 ), 23.7%

나란히 위를 차지하고 있다 퍼스널 케어 또한 1, 2 . 

그 면면이 화장품으로서 결국 화장품이 전체 매출의 

를 넘기고 있는 셈이다 현재 드럭70% (Kim, 2014). 

스토어는 일반적인 경로로는 구매하기 힘든 해외브

랜드 제품의 단독 입점 드럭스토어 자체제작 상품, , 

베스트셀러 품목을 특정기간에 할인 된 가격으로 판

매하는 미끼상품 등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

으며 한 곳에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만나볼 수 ,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들이 이들 업체. 

를 관리 운영한다는 점과 수도권 지역 내의 소비자 , 

인지도 확보를 통한 흑자 경영에 성공한 현재의 한

국형 드럭스토어는 향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통채

널의 경쟁에서 꾸준한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

다.

화장품 유통채널 인식도  3)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이라는   ‘ ’

뜻을 가지고 있다 은 마케팅은 . Al and Jack(1993) ‘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라고 정의했다 자.’ . 

동차를 예로 들면 같은 품질 같은 외형 같은 마, , , 

력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 

본의 혼다와 한국의 혼다 사이의 판매량은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제품은 동일하지만 소비자 기억 속. 

에 들어있는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Al & Jack, 

본 연구에서도 성인 여성의 화장품 유통1993).    

채널의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

웠다 가설 검증을 위해 화장품 유통채널 인식도에 . 

대한 하위항목을 경제성 합리적 가격 효율성 정보( ), (

획득의 용이성 신뢰성 품질에 대한 신뢰 실용성), ( ), 

품질의 기능 성능 효과 차별성 사후관리 환( - , ), ( - 

불 교환 유행성 소비자 요구파악 신분 상징성 자, ), ( ), (

부심 부여 구전의도 등 총 개로 분류하여 화장품 ), 8

유통채널별 인식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의도  2. 

소비자란 흔히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적   

재화를 구매하거나 사용 또는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

자라 부른다 소비자는 자립적이며 완전(Kim, 2002). 

한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조절 통제할 수 있으며· ,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

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다 또한 소비(Jung, 2007). , 

자는 소비행위를 하는 주체이며 실제적인 거래나 , 

교환이 이루어진 고객과의 차별적 의미로 거래나 교

환이 이루어지기 전의 잠재 고객이라 할 수 있다

유형의 재화를 구매하여 그 사용가치(Son, 2013). 

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그 서비스가 주는 혜택을 향유하는 사람도 

소비자라 부르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이념이, ‘

나 아이디어의 이용자 도 소비자의 범주 속에 포함’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David & Albert, 1993). 

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때문이다 그 과정 속에는 다양. 

한 심리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

에 의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사전에 알고 대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업 활동의 초점. 

은 소비자에게 있다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의 연. 

구를 통해 마케팅 콘셉트의 효과적 실천이 가능하게 

되며 소비자 욕구를 채워주는 제품과 대응시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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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 이익포지션을 개선시

킬 수 있다 또한 신제품개발 시 위험을 피하고 개. 

발비용 및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비, 

자 욕구와 구매행태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

팅 믹스의 개발과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Seo, Kim, 

& Choi, 2012).

의도 라는 개념은 사회심리학과 소비자  (Intention)

행동 연구 모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이론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데 의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도를 행동 예측과 광고평가 등 광범, 

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의도(Yoo, 2009). 

는 소비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중요하고 실제 행

동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소비자는 어떤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 자체에 대한 태도보다는 

그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의도가 더 큰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매의도란 제품 서비스 아. , · ·

이디어를 구매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소비자의 구매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구매행동을 하고자하는 의(Jung, 2007), 

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의. 

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및 소

비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연구방법. Ⅲ

이 연구는 소비자의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 

인구 통계적 특성 연령 결혼여부 거주지 직업 월 ( , , , , 

소득 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구매의도)

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모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Figure 1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화장품 유통채널별 소비자인식도의   1 :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화장품 유통채널 인식도 집단의 구매  2 : 

의도를 비교해본다.

연구문제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화장품 유3 : 　

통채널별 인식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화장품 유  4 : 

통채널별 구매의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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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  2. 

설문지 구성  1) 

설문지는 총 문항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  66

으며 과 같다, Table 1 . 

각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에 관  

한 문항들은 하위항목을 경제성 합리적 가격 효율( ), 

성 정보획득의 용이성 신뢰성 품질에 대한 신뢰( ), ( ), 

실용성 제품의 기능 성능 효과 차별성 사후관리 ( - , ), (

환불 교환 유행성 소비자 요구파악 신분 상징- , ), ( ), 

성 자부심 부여 구전의도 등 총 개로 분류하였으( ), 8

며 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 척도, 5 Likert . 5 Likert 

는 전혀 그렇지 않다 를 점으로 매우 그렇다 를 ‘ .’ 1 ‘ .’

점으로 환산하였다 각 화장품 유통채널별 구매의5 . 

도에 관한 문항들은 구매의도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절대 구입하지 않는다 를 점으로 반드시 구입한‘ .’ 1 ‘

다 를 점으로 환산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 5 . 

한 문항은 명목척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년 월 일부터   2014 9 1 20

년 월 일까지 무작위 추출법으로 세 이상의 14 9 14 20

여성 소비자를 연령대별 대 대 대 대 이(20 , 30 , 40 , 50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Part Measured variables Contents Number Count
Measurement 

form

Ⅰ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Economics. Efficiency. Reliability. 

Practicality. Difference. Pandemic. 

Symbolism identity. 

Recommended intent. 

1(1),(3),

(5),(7),

(9),(11)

48

5 points 

Likert 

measure

Ⅱ
Consumer 

purchase intention

Department store , Road shop, 

Door-to-door sales, 

TV home shopping, Drug store, 

Internet cosmetics shopping centre.

1(2),(4),

(6),(8),

(10),(12)

12

Consumer 

purchase 

intention 

measure

Ⅲ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Job. Monthly income. 

Marital status. Place of residence.
2(1)-(6) 6

Multiple 

choice

Total 66 Question

상 로  분류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의 설문) . 500

지 중에서 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468 ,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415

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3) 

  

표본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

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대가 명. 20 107 (25.8%), 

대가 명 대가 명 대 30 109 (26.3%), 40 96 (23.1%), 50

이상이 명 으로 각 연령대별로 비슷한 103 (24.8%)

분포를 보이고 있다. 

통계분석방법  4)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을 사용하였다21.0 Program .

각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검증을 실시하였으며t- , 

화장품 구매의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인식관

련문항 개의 평균 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8 (2.82)

경우 고 인식집단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 저 인식,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화장품 유통채널 인식도에 따

른 화장품 구매의도 차이를 독립표본 를 실시t-test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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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41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mber of people proportion (%)

Age

20's 107 25.8

30's 109 26.3

40's 96 23.1

More than 50's 103 24.8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15 27.7

In college/Graduated 127 30.6

In university/Graduated 150 36.1

Graduate school 23 5.5

Marital status
Married Woman 226 52.5

Unmarried Woman 189 45.5

Place 
of 

residence

Seoul 246 59.3

Metropolitan area 84 20.2

Other regions 85 20.5

Job

 College student 60 14.5

Professions 77 18.6

Office job 96 23.1

Sales and service 51 12.3

Self-employed 28 6.7

Housewife 97 21.4

The rest 6 1.5

Monthly 
income

Less than 1million won 121 29.2

More than 1million won - Less than 2million won 138 33.3

More than 2million won - Less than 3million won 88 21.2

More than 3million won - Less than 5million won 52 12.5

More than  5million won 16 3.9

인구 통계적 특성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화장품 유통채, 

널에 대한 인식도를 각 유통채널별로 단일 요인화하

여 단일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검증을 실시하였고 이후 Cronbach's alpha , 

각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의 차이와 화장품 구매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를 실시ANOVA, Duncan-test

하였다.

결과. Ⅳ

화장품 유통채널별 소비자 인식도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품 유통채널별   Table 3

소비자 인식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개의 문항 중 개의 문항 . , 8 7

정보획득의 용이성 품질에 대한 신뢰 제품의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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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사후관리 소비자의 요구파악 자부심 부여 구, , , , 

전 의도 에서 다른 화장품 유통채널에 비해 가장 높)

은 인식도를 보였다 하지만 합리적 가격요인은 화. 

장품 유통채널 중에서 인식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것은 프리미엄 마켓의 특성상 고가의 제품 위. 

주로 구성되어 있는 백화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로드샵의 경우 개의 문항 합리적 . , 3 (

가격 정보획득의 용이성 구전 의도 에서 가장 높은 , , )

인식도를 보였다 이것은 저가의 로드샵 브랜드들이 . 

많은 위치에 포진되어 성인 여성 소비자들을 마주함

으로서 비교적 낮은 가격의 제품들 위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화장품 . 

유통채널들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방문판매 드럭스( , , 

토어 홈쇼핑 은 개의 모든 문항에서 낮은 인식, TV ) 8

도를 보였다.  

화장품 유통채널 인식도 집단의 구매의도  2. 

화장품 유통채널별 소비자 인식도 집단별 화장품  

Table 3. Differences of Consumer Awareness in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Awareness

Department 
store

Road 
shop

Internet 
cosmetics 
shopping 
centre

Door-to-
door sales

Drug 

store

TV 

home 

shopping

 Reasonable

price

M(SD) 2.02(.81) 3.34(.77) 3.15(.95) 2.29(.92) 2.80(.87) 2.95(.97)

paired t-test F A B E D C

Information gain 

easiness level

M(SD) 3.23(.89) 3.14(.80) 2.79(1.01) 3.03(1.03) 2.69(.88) 2.92(.94)

paired t-test A AB D BC D C

Quality of the 

product

M(SD) 3.41(.93) 2.73(.80) 2.04(.77) 2.70(.94) 2.59(.93) 2.40(.86)

paired t-test A B E BC C D

Function

(Effect)

M(SD) 3.21(.93) 2.68(.76) 2.23(.81) 2.79(.97) 2.61(.92) 2.42(.87)

paired t-test A BC E B C D

After management

(Refunds, 

Exchange)

M(SD) 3.79(.92) 3.01(.92) 2.33(.95)
2.60

(1.03)

2.94

(1.04)

2.94

(1.09)

paired t-test A B D C B B

Identifying 

consumer needs

M(SD) 3.44(.89) 3.20(.89) 2.78(.95) 2.68(.90) 2.79(.97) 2.87(.96)

paired t-test A B CD D CD C

Give pride
M(SD) 3.05(1.05) 2.34(.82) 2.12(.86) 2.42(.97) 2.24(.84) 2.32(.93)

paired t-test A B D B C BC

Recommendation 

Intention

M(SD) 3.50(.96) 3.42(.97) 3.04(1.03) 3.14(1.04) 3.06(1.11) 3.01(1.03)

paired t-test A A BC B BC C
*P<.05 **P<.01 ***P<.001 

구매의도의 차이는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Table 4 . 

화장품 유통채널의 인식도에 따라서 성인 여성 소비

자들의 화장품 구매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화장

품 유통채널의 인식도 관련문항 개의 평균 을 8 (2.82)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인식도가 가장 높은 

고 인식집단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 인식도가 가, 

장 낮은  저 인식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후 화장. , 

품 유통 채널 인식도에 따른 화장품 구매의도를 분

석한 결과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해 인식도가 높은 , 

집단일수록 화장품 구매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화장품 유통  3. 

채널별 인식도와 구매의도     

연령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구매  1) 

의도의 차이 

결과는 과 같다 로드샵 인터넷  Table 5, Table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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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sumer Purchase Intention in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Purchase intention

High 

awareness groups

(n=238)

Low 

awareness groups

(n=177)

t

Purchase intention
M 2.89 1.97

43.926***

SD .1388 .1575
*P<.05 **P<.01 ***P<.001

Table 5.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by Age

Age

Awareness

20's

(n=107)

30's

(n=109)

40's

(n=96)

50's 

and above

(n=103)

F-value

Road shop
Mean 3.15 3.01 3.01 2.75

9.814***

Duncan test A A A B

Internet cosmetics

shopping centre

Mean 2.70 2.61 2.63 2.29
9.200***

Duncan test A A A B

Door-to-

door sales

Mean 107 109 96 103
9.479***

Duncan test C AB B A

Drug store
Mean 3.05 2.73 2.72 2.34

17.261***

Duncan test A B B C
*p<0.05, **p<0.01, ***p<0.001 

화장품 쇼핑몰 방문판매 드럭스토어에서 유의한 , , 

차이가 나타났다 로드샵과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은 . 

같은 결과의 인식도 차이를 보였다 대 대. 20 , 30 , 40

대의 인식도에서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 

은 인터넷과 로드샵에 익숙한 대 대 대에게 20 , 30 , 40

로드샵의 경제성과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의 실용성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 이상은 다. 50

른 연령대와는 달리 로드샵과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의 브랜드 이미지와 이용 방법 등이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그 성격이 그대로 현실에도 반영되어 로드샵

과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용

횟수로 인해 대 이상에서 낮은 인식도가 도출되었50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방문판매의 경우에. 

는 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고 대50 , 20

에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드럭스토어의 경. 

우에는 방문 판매와 반대로 대에서 가장 높은 인20

식도를 보였고 대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인식도, 50

를 보였다 이것은 년대 방문판매가 처음으로. 1960

도입 된 이 후 당시 대였던 여성 소비자들이 방, 20

문판매를 이용했던 과거 경험들이 지금까지 긍정적

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사료된다 년도에 처음. 1999

으로 도입된 드럭스토어가 현재의 대에게 높은 인20

식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드럭스토, 

어의 인식도는 훗날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높은 인식

도가 꾸준히 이어져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의 구매의도 차이에  

서는 홈쇼핑을 제외한 개의 화장품 유통채널에, TV 5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로드샵과 인터넷 화장. 

품 쇼핑몰의 경우 대 대 대에서 높은 구매, 20 , 30 , 40

의도가 나타난 반면 백화점과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 

대 이상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드럭50 . , 

스토어의 경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의 여성에20

서 구매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백화점 로. , 

드샵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방문판매 드럭스토어, , , 

는 연령에 따라서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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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sumer Purchase Intention by Age

Age

Purchase intention

20's

(n=107)

30's

(n=109)

40's

(n=96)

50's 

and above

(n=103)

F-value

Department store
Mean 2.54 2.56 2.57 3.04

7.418***

Duncan test B B B A

Road shop
Mean 2.98 2.77 2.80 2.42

9.445***

Duncan test A A A B

Internet

cosmetics

shopping centre

Mean 2.37 2.46 2.38 2.04
6.079***

Duncan test A A A B

Door-to-

door sales

Mean 2.14 2.25 2.41 2.91
17.850***

Duncan test B BC B A

Drug store
Mean 2.79 2.45 2.52 2.12

11.735***

Duncan test A B B C
***p<0.001 

Table 7.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by Place of Residence

       place of residence

Awareness

Seoul

(n=246)

Metropolitan area

(n=84)

Other regions

(n=85)
F-value

Department store
Mean 3.26 3.25 3.00

6.592**

Duncan test A A B
**p<0.01

Table 8. Consumer Purchase Intention by Place of Residence

                place of residence

Purchase intention

Seoul

(n=246)

Metropolitan area

(n=84)

Other regions

(n=85)
F-value

Department store
Mean 2.77 2.72 2.36

6.248**

Duncan test A A B
**p<0.01 

거주지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2) 

구매의도의 차이 

결과는 과 같다 거주지에 따른   Table 7, Table 8 . 

화장품 유통채널의 인식도 차이에서는 화장품 유통

채널 중 백화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백, . 

화점에 대한 높은 인식도는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이 그 외의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화점을 제외한 로드샵 인터넷 화장품 쇼, 

핑몰 방문판매 드럭스토어 홈쇼핑의 인식도는, , , TV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거. 

주지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의 구매의도 차이에서

는 화장품 유통채널 중 백화점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백화점에 대한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 . 

의도는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이 그 외 지역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화점을 제외. 

한 로드샵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방문판매 드럭스, , , 

토어 홈쇼핑에 대한 성인 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 TV

구매 의도는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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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3) 

구매의도의 차이 

결과는 과 같다 결혼여부에 따  Table 9, Table 10 . 

른 화장품 유통채널의 인식도 차이에서는 로드샵,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방문판매 및 드럭스토어에서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장품 유통채널 중 로드. 

샵과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드럭스토어에 대한 인, 

식도는 기혼 여성보다 미혼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

고 방문판매에 대한 인식도는 미혼 여성보다 기혼 ,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과 연결 지어. 

서 분석해볼 수 있는데 미혼 여성의 경우 대체적으, 

로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위의 연령에 따른 ‘3-1) 

화장품 유통채널 인식도와 구매의도 의 결과와 상통’

하는 로드샵과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드럭스토어에 , 

대해 긍정적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Table 9.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by Marital Status

             Marital status

Purchase intention

Married Women

(n=226)

Unmarried Woman

(n=189)
t

Road shop
M 2.59 2.93

-4.338***

SD .85 .71

Internet cosmetics 

shopping centre

M 2.19 2.46
-3.447**

SD .76 .81

Door-to-door

 sales

M 2.65 2.15
6.036***

SD .92 .74

Drug store
M 2.29 2.68

-4.779***

SD .80 .86
**p<0.01, ***p<.001

Table 10. Consumer Purchase Intention by Marital Status

            Marital status

Awareness

Married Women

(n=226)

Unmarried Woman 

(n=189)
t

Road shop
M 2.88 3.11

-4.207***

SD .57 .53

Internet cosmetics 

shopping centre

M 2.45 2.69
-4.038***

SD .63 .61

Door-to-door sales
M 2.85 2.54

4.528***

SD .71 .67

Drug store
M 2.53 2.94

5.678***

SD .74 .71
***p<.001

있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연령. , 

대가 높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3-1) 

널 인식도와 구매의도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문판’

매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

다. 

결혼여부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의 구매의도 차  

이에서는 로드샵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방문판매 , , 

및 드럭스토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장품 . 

유통채널 중 로드샵과 인터넷 드럭스토어에 대한 , , 

구매 의도는 기혼 여성보다 미혼 여성이 더 높  게 

나타난 반면 방문판매에 대한 구매 의도는 미혼 여, 

성보다 기혼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백화. 

점과 홈쇼핑에 대한 성인 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TV

구매 의도는 결혼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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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4) 

구매의도의 차이

 

결과는 와 같다 인식도 차이  Table 11, Table 12 . 

에서는 방문판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방. 

문판매에 대한 인식도는 월 소득이 만원 미만100 ,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의 성인 100 -200 , 500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에 비해 월 소득이 만원 300

이상 만원 미만의 성인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5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의 구매의도 차이  

에서는 방문판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방. 

문판매에 대한 성인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는 

월 소득이 만원 미만인 경우와 만원 이상100 300

만원 미만 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은 -500 , 500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화점 로드샵 인터넷 화. , , 

장품 쇼핑몰 드럭스토어 홈쇼핑에 대한 성인 여, , TV

성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의도는 월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11.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by Monthly Income 

Monthly 
income 

Awareness

Less than 
1million won

(n=120)

More than 
1million won

-
Less than 

2million won
(n=142)

More than  
2million won

-
Less than 

3million won
(n=89)

More than  
3million won

-
Less than 

5million won
(n=49)

More than  
5million won

(n=15)
F-value

Door-to-

door sales

Mean 2.65 2.67 2.72 2.99 2.52

2.636*Duncan 

test
B B AB A B

*p<0.05

Table 12. Consumer Purchase Intention by Monthly Income  

Monthly 
income

Purchase 
intention

Less than  
1million won

(n=120)

More than  
1million won 

-
Less than 

2million won
(n=142)

More than  
2million won 

-
Less than  

3million won
(n=89)

More than  
3million won

-
Less than  

5million won
(n=49)

More than  
5million won

(n=15)
F-value

Door-to-

door sales

Mean 2.58 2.19 2.37 2.76 2.57

5.767***Duncan 

test
A B AB A A

***p<0.001 

직업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별 인식도와 구매  5) 

의도의 차이

결과는 와 같다 직업에 따른   Table 13, Table 14 . 

화장품 유통채널의 인식도 차이에서는 로드샵 인터, 

넷 방문판매 및 드럭스토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로드샵의 경우에 대학 원 생에서 가장 높은 . ( )

인식도를 보였고 자영업에서 가장 낮은 인식도를 , 

보였다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의 경우 로드샵과 마. , 

찬가지로 대학 원 생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 )

고 자영업과 주부에게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 

다 방문판매의 경우 전문직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 , 

를 보였고 기타를 제외한 대학 원 생과 사무직에서 , ( )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드럭스토. , 

어의 경우에는 대학 원 생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를 ( )

보였고 기타를 제외한 자영업과 주부에게서 가장 ,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직업에 따른 화장품 유통채널의 구매의도 차이에  

서는 로드샵 방문판매 드럭스토어에서 유의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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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났다 로드샵의 경우 대학 원 생과 전문직. , ( )

에서 가장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고 자영업과 주부, 

에서 가장 낮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방문판매의 경. 

우에는 주부에서 가장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고 기, , 

타를 제외한 대학 원 생과 사무직에서 가장 낮은 구( )

매의도를 보였다 한편 드럭스토어의 경우에는 대. , 

학 원 생에서 가장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고 주부에( ) , 

서 가장 낮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이것은 로드샵의. 

인식도가 높지 않았던 전문직에서 높은 구매의도를

Table 13. Awareness of Cosmetics Distribution Channels by Job 

Job

Awareness

College 
student
(n=60)

Professions
(n=77)

Office 
job

(n=96)

Sales 
and 

service
(n=51)

Self-
employed

(n=28)

Housewife
(n=89)

The rest 
(n=14)

F-value

Road shop

Mean 3.22 3.03 3.05 3.05 2.75 2.78 2.79

5.517***Duncan 

test
A AB AB AB C BC BC

Internet 

cosmetics 

shopping 

centre

Mean 2.77 2.63 2.59 2.57 2.42 2.39 2.41

2.827*Duncan 

test
A AB AB AB B B B 

Door-to-

door sales

Mean 2.57 2.92 2.57 2.82 2.86 2.75 2.06

4.806***Duncan 

test
B A B AB AB AB C

Drug store

Mean 3.14 2.84 2.85 2.66 2.44 2.34 2.36

10.102***Duncan 

test
A AB AB BC C C C

*p<0.05, ***p<0.001

Table 14. Consumer Purchase Intention by Job

Job

Purchase 
intention

College
student
(n=60)

Professions
(n=77)

Office 
job

(n=96)

Sales 
and 

service
(n=51)

Self-
employed

(n=28)

Housewife
(n=89)

The rest
(n=14)

F-value

Road 

shop

Mean 2.92 2.95 2.84 2.75 2.39 2.47 2.61

4.416***Duncan 

test
A A AB ABC C BC ABC

Door-to-

door sales

Mean 2.15 2.52 2.17 2.56 2.50 2.80 1.71

7.558***Duncan 

test
B AB B AB AB A C

Drug 

store

Mean 2.78 2.64 2.54 2.33 2.30 2.22 2.14

4.192***Duncan 

test
A AB ABC BC BC C C

***p<0.001

보였고 유의한 차이의 인식도를 보였던 인터넷 화, 

장품 쇼핑몰이 구매의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또한 방문판매의 경우 전문직에서 높은 인식도. , 

를 보였지만 정작 구매 의도에서는 주부에서 높은 

구매 의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백화점 인터넷 화장. , 

품 쇼핑몰 홈쇼핑에 대한 성인 여성 소비자의 화, TV

장품 구매 의도는 직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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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V. 

이 연구는 세 이상 여성 소비자의 연령대별 화  20

장품 유통채널의 인식도와 화장품 구매의도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화장품의 주. 

요 유통채널에 대한 표적고객의 특성을 밝혀 이에 

따른 각각의 마케팅적 시사점 및 경영전략 수립을 

활성화시키고 화장품 유통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 

기 위한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기본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상기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각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마케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백화점은 프리미엄 마켓의 특성상 고가의   ,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신

뢰 제품의 기능 사후관리 소비자의 요구파악 자, , , , 

부심 부여 정보획득의 용이성 구전의도에서 다른 , , 

유통채널에 비해 높은 인식도가 나타났으나 합리적 

가격에서는 가장 낮은 인식도가 나타났다 이 외에. 

도 백화점은 거주지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를 보였으

며 세 이상의 여성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구매의, 50

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백화점은 고가의 . 

제품에 대한 영향력과 효과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 , 

등을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합리적 

가격요인 측면의 위험지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지에 따른 상품 전략이. , 

나 마케팅 전략에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백화점에 대. , 

한 인식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로드샵은 합리적 가격과 정보획득의 용이성  , , 

구전의도에서 높은 인식도가 나타났으나 기능에서, 

는 가장 낮은 인식도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 . 50

이상의 여성 소비자들에게서 낮은 인식도와 낮은 구

매의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로드샵은 저. 

렴한 가격의 가격경쟁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품의 ,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품질을 좀 더 개선하고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 이상을 타. , 50

겟으로 한 제품 라인 출시와 이미지 제고 및 연령 

별 마케팅 전략의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은 품질에 대한 신뢰  , , 

기능 자부심 부여에서 낮은 인식도가 나타났으며, , 

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들에게 낮은 인식도와 낮은 50

구매의도를 보였다 특히 인터넷의 가장 장점이라 . , 

할 수 있는 정보획득의 용이성 부분에서 등급을 D

받은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화. 

장품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부족함을 느

낄 뿐만 아니라 신뢰감 또한 갖지 않는다고 사료된

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인터넷 화장품 쇼핑. 

몰은 전반적인 인터넷 화장품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브랜드이미지. 

의 가치를 형성하여 광고 홍보 경영기획 마케팅부, , , 

서 등의 기존 부문과 브랜드 관리의 역할 분담을 세

분화하여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인터넷 화장품 쇼핑, 

몰이라는 화장품 유통채널에 대한 낮은 평균의 인식

도를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방문판매는 합리적 가격에서 낮은 인식도가   , 

나타났으며 특히 대의 여성 소비자들에게서 낮은 , 20

인식도와 낮은 구매의도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 

비자의 월 소득에 따라 인식도와 구매의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방문판매는 현재 방문. 

판매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의 종류와 가

격대를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포진하여 합리

적 가격요인에 대한 위험지각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전략을 꾸준히 전개하여 소비자들이 . 

연령과 월 소득에 제한 받지 않고 부담 없이 방문판

매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다섯째 드럭스토어는 합리적 가격 정보획득의   , , 

용이성에서 낮은 인식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대 , 50

이상의 여성 소비자들에게 낮은 인식도와 낮은 구매

의도를 보였다 드럭스토어는 여러 종류의 화장품 . 

브랜드들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각 브랜드별로 화장품의 기

능이나 사용법 등에 대한 판매사원의 교육을 증진하

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

단된다 또한 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들에게 드럭. , 50

스토어의 이미지가 친근하면서 고급스럽게 다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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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대 이상을 겨냥한 광고 전략이 필요할 50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홈쇼핑은 품질에 대한 신뢰 제품의 기  , TV , 

능에서 낮은 인식도가 나타났지만 인구 통계적 특, 

성에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홈쇼핑은 그들만의 화장품 TV

유통채널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개념

화시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  ,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거주지 서울 서울   , ( , 

외 수도권 그 외 지역 의 표본 비율이 고르게 분포, )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좀 . 

더 개선된 표본의 비율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유통채널의 분류를 백화점 로  , , 

드샵 인터넷 홈쇼핑 방문판매 드럭스토어 총 , , TV , , 6

개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장품 유통채널

을 확대 해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화장품 유통채널의 폭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여 더 많은 수의 화장품 유통

채널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화장품 종류를 기초 화장품과   , 

색조 화장품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

장품 종류에 대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 

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헤어상품 바디상품, ,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 모든 화장품 종류로 ,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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