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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울지역 20-50   남녀 161  상  스 슈티컬 화 품에 한 지  만 도  

사하고 비 들  한 개  사항  하여 향 후 마  략  한 기 료  공하고  하 다. 스

슈티컬 라는 생 한 용어 문에 40   후 연 에 는 지도가 어지지만 병원에  사용 는 문 , 사  

, 과학  미지  많  비 들  호하는 것  알 수 었다. 체 49.85%  사용   94.41%가 재 

매 사  혀 매우 만 도가 높  알 수 고, 50.15%  비사용   향 후 매 사   답 가 72.22%

에 해당하 다. 피 지식도가 높 수  화 품에 한 심과 미  실천  높았 , 품  택 할 는 피 지

식도가 높 수  비사용 는 브랜드 지도(r=.222, p<.05)  (r=.245, p<.005)  많  고 함  알 수 었고 사

용 는 피 지식도가 높 수  사용  용 (r=.162, p<.05)  시하는 것  알 수 다. 라 , 아직  스 슈

티컬 화 품에 한 체 비 들  지가 높지 않 므  지  홍보  재 매  강화  화 품과  

차별화 략  필  할 것  생각 다.

주 어 : 스 슈티컬 화 품, 지도, 만 도, 피 지식도, 화 품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marketing strategies of cosmeceuticals by investigating 
customers'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bout cosmeceuticals targeting 161 adult men and women in their 20s to 
50s and living in Seoul, Korea and then analyzing what should be improved for customers. According to the 
survey, many customers prefer cosmeceuticals due to the professionalism recognized by hospitals, the 
recommendation by doctors and the scientific image, though the recognition about cosmeceuticals is low among 
customers in their 40s or older because they are unfamiliar with the term. The survey also shows that the 
satisfaction about cosmeceuticals is very high in that 94.41% out of 49.85% total users said they were willing 
to repurchase them, while 72.22% out of 50.15% total nonusers said they wanted to purchase them. The 
greater knowledge about skin, the higher the interest in cosmetics and the aesthetic practice rate. When it 
comes to comparing cosmeceutical users and nonusers in choosing cosmetic products, the greater knowledge 
about skin, more nonusers consider brand recognition (r=.222, p<.05) and cosmetic ingredient (r=.245, p<.005); 
and more users convenience (r=.162, p<.05). Now that total customers' awareness of cosmeceuticals remains 
low yet,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teadily promote them, enhance repurchase factors, and come 
up with strategies differentiated from ordinary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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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은 미용과 의료기술을 목한

융복합 분야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해

꼭 필요한 산업 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1].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의 규모는 2012년 49조

원으로 그 우리나라는 약 1조 7천억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기존 병원들은 질

환치료에서 미용치료로 진료범 를 넓 갔고, 과학기술

의 발 으로 이 등 첨단미용장비들이 빠르게 등장하

면서 에스테틱 분야에서 메디컬의 비 은 차 커져[2],

오늘날의 화를 이루었다.

,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문제성피부 개선의 보조역

할로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특징이 일반화

장품과의 요한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3]. 코스메슈티

컬 화장품은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지닌 성분을 활용

해 만들어지는 화장품으로 문제성피부의 단독 인 치료

에 에스테틱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서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복합 치료개념으로 각 받고 있다.

이처럼 화장품 시장에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 성장

열에 선 것은 분명하나 이에 한 정확한 기 이 정립

되어있지 않아 시장 확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에

큰 제한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직 참

여하여 연구, 개발한 화장품이라는 장 때문에 신뢰성

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문제성 피부를 해결해

수 있다는 에서 크게 어필 할 수 있다[4].

지 까지 이와 련 된 연구로는 ‘메디컬화장품에

한 소비자 인식도 구매요인’[5]과 같은 연구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코스메슈티컬 기업의 동남아 진출 략

에 한 연구’[6]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 과, 문화

를 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인식과 만족도를

알아보고 소비자들을 한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향 후

마 략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화

장품의 정보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 할 수 있는 기 을 마련하고자 하 다.

2.  경

2.1 스 슈티컬 화 품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란 코스메틱(cosmetic)과 마

슈티컬(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피부과 문의들이

연구개발 임상에 이르기까지 주도 으로 참여하여 생

산해내는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화장품은 주로 병원

약국에서 유통되며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에서도 매

되고 있다[7].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제조과정에 따라

피부과 문의가 직 개발에 참여하여 병원을 랜드화

한 화장품과 유명 화장품사에서 문 의사들과 집단 계

약 제휴를 통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나 어진다[8].

피부과를 랜드화한 피부과 화장품으로는 차앤박 화장

품, 이지함 화장품, 고운세상 화장품, 리더스 화장품 등이

있으며, 유명 화장품사에서 만든 메디컬 화장품으로는

비쉬, 라로슈포제, 아이오페 등이 있다[7].

2.2 스 슈티컬 화 품 시 과 망

피부과 문의들이 직 연구개발에 참여한 코스메슈

티컬 화장품이 에스테틱 시장에서 성장을 보이면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반 900억원 규모에

서 2007년에 1200억원 로 증가되고 2012년에는 4000억

까지 도달하면서, 국내 에스테틱 시장에서 15%이상

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4%로 약 45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측된다 [9]. ,

창기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의 피부과 랜드들은

2000년 말 국내 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해외진출을 활

발히 시도하고 있다. 매형태는 2000년 반까지는

주로 약국 피부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매가 이루

어지는 형태 으나 차 유통망의 다각화가 형성되면서

온라인 매, 형할인 , 통신 매, 홈쇼핑, 드럭 스토어

등으로 매 형태가 확 되어 갔다. 국내 유통 채 이

소비자 심으로 환되어가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네트워크 마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각화로 분석하

고 향상된 유통망으로 변화하면서 보다 편안한 안 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변화하는 추세이다[10].

3. 연   

3.1 연  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피부과 병원을 이용하는 20∼50

성인 남녀 180명을 상으로 2015년 6월 9일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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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1일까지 총 2개월에 걸쳐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인식 사용 후 만족도에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자료 수집은 서울 소재 피부과 병원을 직 방문하

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 한 뒤 자기 기입 방식

으로 조사하 다. 총 180부의 설문을 배포하고 그 불

성실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19부를 제외한 161부의 설문

지를 연구에 활용하 다.

3.2 연  도   측  

본 연구의 실증조사를 해 총 31문항의 설문지를 구

성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성별, 연령, 코스메슈티

컬 화장품 사용 여부 등 6문항으로, 피부지식도, 심

실천 련 15문항,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인식은 6

문항으로 하 으며,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만족도

는 유경험자를 상으로 5 리커트 설문지 4문항으로

구성하 다. 모든 문항은 선행 연구[7,8,9]를 통해 연구자

가 수정 보완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값(Cronbach’s α)은 모두 .7이상으로 나타

나 비교 안정 인 내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

어 본 연구에 사용하 다.

3.3 료 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

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0.0 통계 패

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하여 조사 상자들의 일반 사항

을 알아보았다.

둘째, 피부지식도, 심 실천도를 알아보기 해 빈

도분석을, 지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

를 실시하 다. 피부지식도, 심 실천도의 상 계

를 분석하고자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인식과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4. 결과  고찰 

4.1 사 상   특

본 설문을 진행하기 앞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정확한 인지정도를 먼 조사하기 해 용어에 한

설명 없이 ‘코스메슈티컬’에 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를 질문하 다. 응답자의 62.4%가 들어본 이 없다고

응답하 는데, 이는 김경진(2011)[7]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어자체가 생

소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용

해보지 않았거나, 주변의 권유를 받아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몇 가지 랜드를 시

한 후에도 어떤 제품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인지를 정확

하게 인지하지 못하 고, 특히 40 이후의 세 에서는

더욱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자세한

용어 설명과 함께 추가 설문을 진행하 다. 조사 상자

들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 코스메슈티컬 화

장품의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9.85% 고, 체 응

답자 여성은 78.02%, 남성은 21.98%를 차지하 다. 결

혼 상태는 미혼이 70.59%, 연령은 20 가 46.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 가 34.37%를 차지하 다. 50세 이

상도 4.95%를 차지하 다. 직업은 서비스직이 25.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직 종사자가 18.58%, 다음으

로 주부가 17.96%를 차지하 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

만원 미만이 32.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4.2 사 상 들   피  지식도  

심  실천도

조사 상자들의 일반 인 피부지식도를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유

무에 따른 지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 다. 피부지식도 수는 10문제에

해 정답을 맞힌 문항의 개수를 수로 사용하 다. 10

문항에 한 정답 평균값은 6.63으로 높은 지식수 을 보

으며,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차이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답의 평균값은 비사

용자가 6.70으로 사용자보다 높았다. 10문항 가장 높

은 수를 보인 항목은 자외선과 련된 ‘SPA(자외선 차

단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력이 좋다’는 항목으로

평균 8.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타민E(토코페놀)

은 항산화 기능을 하여 피부 노화 방에 도움을 다’는

문항도 높은 수를 보여 반 으로 일반 인 피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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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평균 이상의 수를 보 다.

variable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t p

user 6.55 1.71 0.13
-8.54 .394

nonuser 6.70 1.46 0.11

<Table 1> Difference in knowledge about skin 

according to whether to use cosmeceuticals

, 조사 상자들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여부에

따른 피부 심도 실천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 다. 피

부 심 실천도 수는 5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그 결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여부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696, p<.01). 즉,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피부 심 실천도 수가 더 높은 것을알

수 있었다. , 피부지식도와 피부 심 실천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Table 2>, 사용자(r=.360, p<.001)와

비사용자(r=.240, p<.005) 모두 상 성을 보 는데 피부

지식도가 높을수록 피부 심 실천도가 높아진다고 것

을 알 수 있다. 사용자에서의 피부지식도 피부 심

실천도 간의 상 성이 비 사용자에서의 상 성보다 높았

으며, 피부지식도 수가 같을 때 사용자의 피부 심

실천도 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애순

(2002)[10]의 연구보고에서도 피부지식과 행 와의 유의

한 상 성을 보고하 고, 김수진(2008)[11]의 연구보고에

서도 유사한 보고를 하 다.

variable

Correlation of knowledge about skin with

interest in skin and practice rate

skin

knowledge

interest in skin

and practice

rate

skin knowledge

interest in skin

and practice

rate

total
1

.289*** 1

user
1

.360*** 1

nonuser
1

.240** 1
***p<.001, **p<.01, *p<.05

<Table 2> Correlation of knowledge about skin 

with interest in skin and practice rate

4.3 스 슈티컬 화 품에 한 비 들  

식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코

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이미지’를 묻는 문항에서 ‘병원에서

매되어 신뢰가 높다’는 답변이 49.9%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 다. 다음으로 ‘기능성 효과가 뛰어남’, ‘과학

화장품’의 항목으로 응답하 다. 이는 부분의 코스

메슈티컬 화장품 연구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형춘

(2013)[12]의 연구에서도 ‘효능이 좋을 것 같아서’, ‘병원

문가에 한 신뢰’와 같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코스메

슈티털 화장품은 그 성분이나 효능도 당연히 요하지만

의학 인 이미지, 과학 인 이미지 랜드에 한 소비

자들의 인식이 매우 강하므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마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코

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정보 경로로는 ‘병원’에서가

40.2%로 가장 많았고, ‘주변인으로부터 권유’가 26%를

차지하 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일반 인 생

각’을 묻는 문항에서 ‘좋은’이 41.9%로 가장 많아 부분

정 인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용자와

비 사용자를 구분하여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사용자의 사

용 이유 가장 많은 응답을한 답변은 ‘병원 시술 후 그

효과를 높이기 해’가 52.8%를 차지하 고, 다음으로는

‘의사나 문가의 권유’로 19.88%를 차지하 다. 비 사용

자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 재 사

용하는 제품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응답이 37.4%를 ‘가격

이 비싸서’가 30.86%를 차지하 다. 이처럼 부분의 소

비자들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실제 효능에 한 일반

화장품과의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에 한 부분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제로 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만이 가질 수 있

는 장 을 부각시킨 상품 개발 략 마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매 시 요하게

인지하는 항목을 랜드 인지도, 화장품 성분, 사용의 용

이성, 가격, 문가 의견, 매자의 문지식, 사용 후기

고내용의 신뢰성의 7가지 하 요인에 한 응답 값

을 분석에 사용하 다. 그 결과, 화장품 성분에 한 1가

지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t=2.479, p<.05). 피부지식도와 화장품 구매 시 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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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는 항목간의 상 분석을 <Table 3>에 제시하

다. 체응답자는 지식이 높을수록 화장품 성분(r=220,

p<.001)과 사용의 용이성(r=139, p<.05)을 요하게 인지

하 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자는 사용의 용이성

(r=162, p<.05)을 비사용자는 랜드인지도(r=.222, p<.05)

와 사용 후기 고 내용(r=.167, p<.05)을 요하게 인

지하 다. 비 사용자의 경우, 피부지식도와 구매 시 가격

을 요하게 고려하는 정도 간에 유의한 부 상 이 나

타났다(r=-.158, p<.05).

4.4 스 슈티컬 화 품 사용 들  만 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

과 96%가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향후 재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은 94.41%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재구매 이유로 ‘피부

고민 개선에 도움이 되어서’가 31.06%로 가장 많았고 ‘일

반 화장품 보다 피부에 자극 이지 않아서’가 24.84%’로

나타났다. 일반 화장품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피

부결의 개선’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주름개

선이 29.6%를 차지했다. 조성미(2012)[13]의 연구보고에

서도 ‘자극 없이 안 하고’(34%), ‘ 문성이 느껴진

다’(32%) 순으로 일반화장품과의 차별성을 나타났다[14].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bout skin and items valued at the

time of purchase

1 2 3 4 5 6 7 8

1 -

2 .076 -

3 .220*** .053 -

4 .139* .193** .403*** -

5 -.052 .095 .122* .309*** -

6 .071 .165** .218*** .335*** .158** -

7 .063 .210*** .153* .178** .147* .522*** -

8 -.022 .161** -.028 .033 .112* .246*** .346*** -

skin and items valued at the time of purchase

1=skin knowledge, 2=brand recognition, 3=cosmetic ingredient,

4=convenience, ledge, 5=price, 6=specialist opinion, 7=professional

knowledge of sellers, 8=consumer reviews and advertisement contents
***p<.001, **p<.01, *p<.0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bout 

5. 결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50 남여를 상으

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인식 만족도를 조사

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용어와 랜드명을 생소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병원

문가들에 의해 매가 된다는 을 고려하여 많은 소비

자들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둘째, 피부에 한 일반 인 지식은 사용자와 비사용

자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심

실천도는 사용자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지식도가

높을수록 심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한 사용자들의 인지도

는 부분 병원 사술 후 문가의 권유로알게 되어 매우

신뢰가 높았지만 비사용자들은 일반 화장품과의 차별성

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응답이 부분이었다.

반 으로 화장품을 선택할 때 성분을 주로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사용자는 ‘사용의 용이성’을 비사

용자는 ‘ 랜드 인지도’나 ‘사용 후의 소감’을 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사용자들의 부분은 재구매 의향을 보여 만족

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피부개선 피부 무자극

을 장 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화장품은 단지 미용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

니라 문제성 피부의 개선이나 방 효과를 가짐으로 그

용범 가 넓어지고 있다[15]. 따라서 문성, 안 성 등

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만의 장 과 특징을 좀 더 부각

시켜 일반화장품과의 차별성 있는 제품 개발과 마

략을 수립한다면 화장품 시장에서의 코스메슈티컬 화

장품의 역이 좀 더 넓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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