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사회에서 외모가 개인의 정체성 경쟁력을 높

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외모와 건강을 요시 하는

경향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1] 피부 미용에 한 심

도가 더욱 요시되어가고 있다[2]. 과거 개념의 ‘타고난

미모’와는 달리 여성들의 외모는 만들어지고 리되는

것이라는 사회 념이 형성되면서[3] 은 층부터

년층까지 외모 리에 한 요구와 기 가 차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4,5]. 피부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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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20-50 여성 311명을 상으로 피부인식이 세안제 구매행동 구매성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피부인식을 요도, 심도, 만족도로, 구매성향을 충동구매형, 랜드의존형, 계획구매형으로 하 요인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를 통하여 분석하 다. 피부인식에서 심도가 높은 그룹이 세안시간이 길었으며 피부지식도가 낮은 그룹은 구매정보를 주

변으로부터, 높은 그룹은 인터넷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성향에서 피부 심도가 높은 여성들은 충동구매형과 계획구

매형 성향이 강하고 피부 요도가 높은 여성은 충동구매형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피부 심도, 요도

인식이 세안제 구매행동 구매성향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의 피부인식을 악하여 세안제 마 에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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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it affect them what the effect of skin recognition on the purchasing 

behavior and propensity to buy facial cleanser in 311 women in their 20s and 50s. This study analyzed by importance, 

interest, and satisfaction of skin recognition. and type of impulse buying, type of depending on brand, type of 

planning buying. The group with high interest in skin recognition had a long time to clean. As they got a purchasing 

information the group with low knowledge had the information from nearby, and the group with high knowledge got 

information from internet. At the view of purchasing propensity the women who are highly interested in the skin 

have a tendency of type of impulse buying and type of planning buying, and the women with high skin importance 

are less inclined to type of impulse buying. In conclusion, Skin recognition uses purchasing behavior and propensity 

to buy facial clea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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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건강이 일차 인 미의 기 이 되었고[6] 피부 리

는 다이어트, 미용성형과 함께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하

고 깨끗한 피부를 가꾸기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는 항목이 되었다[7,8].

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한 피부 리의 첫

단계는 세안이다. 피부가 유해산소, 미세먼지 등 환경오

염에항시 노출되어 있고 피부자체가 분비하는땀, 피지,

각질과 잦은 메이크업에 오염되면 피부는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9]. 건강한 피부는 유·수분의 균형을 맞

추고 자외선, 바람 등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외부자극에 항성을 갖게 해야 한다[10]. 잘못

된 세안 방법과 과도한 세안은 피부를 보호하는 지질층

의 손상과 피부 정상 pH를 변화시켜 피부스스로 보호하

는 능력을 떨어뜨려 외부 자극에 응하지 못하고 차

민해지고 민감해지게 한다. 피부 리에 있어서 올바른

세안 방법은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11]. 다양한 기 화장품이 개발됨에 따라 세안 화장품

도 함께 성장하여 단순 세정기능에서 사용성, 안정성, 유

용성이 뚜렷한 세안제 개발이 이루어져 재는 피부유형

별로 분류되어 출시되고 있다[2].

한편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가치 이 변함에 따라 구

매패턴이 변화하고 있는데 고객의 욕구와필요를 만족시

키기 해서는 가장 먼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측하여야 한다[12]. 소비자들의 연령, 성별, 소득 등 인

구통계학 특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성향에따라 소

비자의 특성을 악하고 선택기 , 구매장소, 구매빈도

등 구매행동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의기호와 니즈

를 악하는데 큰 바탕이될 것이다. S. Y. Lee[4]의 연구

에서는 외모 심도가 높을수록 세련되고 고 스러운 이

미지를 원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매장에 가서 직 구

매를 하고 신제품과 유행에 높은 심을 보인다고 분석

하 다.

J. I. Kim[9]은 여성을 상으로 연령 별 세안에 한

인지도를 조사하 고, Y. J. Son & M. S. Jung[13]는 여

고생의 피부유형에 따른 세안 인식과 세안 실천 간의 연

성을 연구하 으며 S. Y. Kim & M. W. Nam[14]는 직

장 남성의 라이 스타일에 따른 피부지식도 화장품구

매 행동을 분석하 다. 특정 연령의 여성이나 남성의 세

안인식 사용에 한 연구는 있지만 피부인식을 피부

요도, 심도, 만족도로 분류하여 세안제 구매행동

세안제 구매성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피부인식 정도 피부지식

도가 세안제 구매행동 구매성향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에 해 실증분석을 하여 세안제 개발 마

략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론적 경

2.1 피부 

외모는 인 계에서 첫 면 시 인상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 확립과 발 에 요한 요소로 개인 생

활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15]. 따라서 외모 향상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자아 존 감과 자기애를 높일 수 있다는 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16]. 한 사회문화 인 환경의 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피부에 한 심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개선에 더욱 노력하게 된다[17].

S. J. Rhie & Y. Park[3]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이상

인 피부상태에 한 기 치가 높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자신 피부상태에 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피부유형, 피부결, 피부톤, 피부탄력,

유·수분에 만족하는정도를 피부만족도라 정의하여 설문

조사를 하 고 본인 피부상태가 이상 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에가까울수록 피부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유추하 다.

S. Y. Lee[4]의 연구에서 사회 활동이 활발할수록

외모나 피부 심도가 높고 화장을 통한 자아만족 사

회 경쟁력을 증 시킨다고 했으며 N. Y. Kim[18]은 본

인의 피부유형에 합한 화장품을 선택하여 올바른 피부

리가 행해져야 한다고 지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의 세안제 구매행동이나 구매성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에있어 피부에 해인식하는피부 요도,

심도, 만족도를 요한 요인으로 단하 다.

2.2 안과 안제 

세안은 피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지, 땀, 각질 등

으로 인한 노폐물이나 공기 의 먼지, 메이크업 잔여물

을 제거하는 과정이다[19]. 자외선에 의하여 피지와메이

크업 잔여물이 공기 에서 산화하여 과산화지질이 되는

데 오랜 시간 방치되면 피부노화를 진시키는 원인이

된다[20]. 세안제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유지를 해 표

면에 남아있는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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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화장품이다[2].

일반 으로 건강한 피부는 pH 5.5의 약산성을 유지하

지만 부분의 비 나 세안 제품은 세정을 목 으로 하

기 때문에 높은 알칼리성으로 제조되어 잘못 사용 시 피

부를 더욱 건조하게 할 수 있다[21]. 피부의 수분 함유량

은 지질, 천연보습인자, 피지막에의해 결정되며[22] 피부

표면은 당량의 수분이 혼합된 천연보호막으로덮여 있

는데 잘못된 세안 방법과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 등으로

인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가 되면서 피부장벽 기능에

향을 미치게 된다[20]. 이는 피부 천연보호막 성분을

변성시키고 피부의 정상 인 분비, 신진 사 등 생리

기능을 하시킨다[23]. 피부유형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세안제 구매와 올바르지 못한세안행동은 노화 진

민감성피부를 만드는결과를 래하기 때문에[24] 피

부 건강을 유지하기 해 피부상태를 정확히인식하여 올

바른 세안행동과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이매우 요하다

[13].

2.3 매행동과 매 향

소비자는 사회문화 인 환경 요인과 개인의 욕구충족

을 해 필요에 따라 제품을 지각하게 되는데 제품의 정

보탐색 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매로 이루

어지는 것을 구매행동이라고 한다[14]. 화장품 구매행동

은 소비자의 욕구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사회 , 심리 ,

정신 욕구를 충족하고자 다양한 제품을선호하고 재구

매 하게 된다[25]. 화장품 구매행동 요인에서 제품의 품

질, 종류, 가격, 랜드, 용기 디자인 등이 구매의 결정

기 이 된다[26].

화장품의 구매행동 요인에 한 선행 연구에서 인구

통계학 특성, 화장품 구매행동 요인이 화장품 구매 장

소, 선택기 , 구매성향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

된다고 분석하 다[27]. 구매성향은 구매행 시 활동이

나 심, 흥미, 생각과자신의의견을 포함하는 구매

역을 의미하며 쇼핑 시 생활 패턴으로 나타난다[28]. 구

매성향은 다차원 인 성격을 띠는데 소비자들의제품 구

매 시 개인의 개성과 생활방식, 가치의식에 따라 구매성

향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29]. 한 개인의 가치 ,

흥미, 성향이 다르므로 구매 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이

[30] 구매행동 유형을 분류하여 악하는 기 이 된다[31].

Moschis[32]는 화장품 구매성향을 포충성형, 상표

충성형, 문제해결형, 상표의식형, 특별할인 상품선호형,

사회심리지향형 6개의 요인으로 분류하 고 D. H.

Kim[33]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해 타인이나 체면을

의식하는 사회성, 환경상품을 구입하거나 자원재활용 등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공익성,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구매를 하고 충동 는비계획 으로 구매하는 충동성,

균형 있는 산지출과 계획성 있는 구매를 하는 합리성,

할인시기에 구매하고 소유물을 효율 으로 이용하는 효

율성, 그리고 재의 즐거운삶을 추구하는 향유성 6개의

하 요인을 제시하 다. E. S. Lee[34]은 충동 구매성

향, 과시 구매성향, 합리 구매성향, 독자 구매성향

총 4개의 요인을 제시하 고 L. J. Kang & J. B. Sin[35]

은 화장품의 소비성향을 자원 약성향, 계획구매성향, 유

행추구성향, 과시소비성향, 충동구매성향 5가지 성향으

로 분류하 으며 S. Y. Lee[30]은 화장품 쇼핑성향을 충

동구매, 유명상품, 경제 , 상표충성 쇼핑성향 총 4개

하 요인으로 구성하 다.

Y. M. Kong[36]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랜드

충성도와 포 충성도가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제품

자체와 구매비용을 요시하여 선택하 으며 연령이 높

은 경우 상표나 인테리어 매원의 권유 등의 외 인 요

인을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W. Park & Y. S.

Kim[12]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고 외국산 화장품을 구매

하는 비용이 많을수록 싱 족 여성의 쾌락성추구 쇼핑성

향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과시성추구 쇼핑성향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매성향에 한 다양한 형태의 분류와 분석

을 통해 세안 화장품 시장을 세분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의 요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3. 연  

3.1 연 상  기간

본 연구는 2017년 3월 20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20 -50 한국 성인 여성 320명을 상으로 온·오 라

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지는 단일응답자 320

부 무응답이 많은 응답자 9부를 제외한 31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3.2 문지  

설문지 구성에서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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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행동 세안제 구매행동(11문항), 피부 지식도(8문

항)은 S. Y. Kim & M. W. Nam[14], C. H. Jo et al.[37]의

연구를 토 로 재구성하 다. 피부인식(15문항)은 S. J.

Lee & Y. Park[3]의 연구를 토 로, 구매성향(9문항)은

S. Y. Lee[4]의 연구를 토 로 재구성하 고 리커트형 5

척도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 다.

3.3 연  가

가설 1. 연령에 따른 세안제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피부인식, 피부지식도에 따른 세안행동 세

안제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피부인식 하 요인, 피부지식도, 세안제 구매

성향 하 요인 간 상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피부인식 하 요인, 피부지식도가 세안제 구

매성향 하 요인에 향을 미칠 것이다.

3.4 측정도  타당   신뢰도 검

측정된 요인의 요인 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요인분석의 설명력이 66.11%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 값이 0.825으로 요인분석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당하다고 단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575.471이며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 피부인식에 한 요인분석 결과

(Table 1 참고), 요인명을 피부만족도, 피부 요도, 피부

심도로 명명하 고 각 역의 신뢰도 검증 결과 하

요인 모두 Cronbach's ⍺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Table 1. Verification of Skin Recognition Sub-factor Validity and Relativity
Division Satisfaction Importance Interest Cronbach's ⍺

Satisfaction of skin texture 0.820 0.003 0.008

0.876

Satisfaction of skin type 0.818 0.055 0.079

Appropriate oil, water content balance 0.778 0.003 0.017

Satisfaction of skin tone 0.768 0.095 0.049

Satisfaction of skin elasticity 0.761 0.055 0.081

Appropriate skin pH 0.751 0.008 0.128

Skin is important to beauty. 0.067 0.913 0.083

0.916
Skin is important to youth. 0.071 0.901 0.070

Skin is important to appearance. 0.062 0.869 0.170

Skin is important for social life. 0.072 0.846 0.133

Care about skin condition. 0.144 0.187 0.848

0.762

Try to improve skin. 0.139 0.226 0.795

Get professional skin care 0.034 0.127 0.680

Stress by skin problems. 0.396 0.052 0.649

Recognize skin problems. 0.099 0.315 0.590

Eigenvalue 3.906 3.337 2.673

Dispersion variance % 26.041 22.249 17.820

Cumulative variance % 26.041 48.290 66.110

KMO=0.825, x²=2575.471, df=105, p=0.000

Table 2. Verification of Purchasing Propensity of Facial Cleanser Sub-factor Validity and Relativity 

Division
Impulse
purchase

Plan purchase
Brand

dependence
Cronbach's ⍺

Purchase cause by the gift 0.816 0.023 0.009

0.764Purchase cause by look good even if not needed 0.812 0.042 0.137

Purchase cause by advices of around people 0.759 0.146 0.210

Comparison of quality and price for .Reasonable purchase 0.187 0.847 0.034

0.767Planning purchase 0.122 0.816 0.101

Purchase by comparison of diverse brand 0.144 0.800 0.025

No purchase unknown brand 0.138 0.005 0.779

0.751Luxury brand has good quality. 0.399 0.058 0.754

Luxury brand enhances my value. 0.403 0.146 0.677

Eigenvalue 2.312 2.072 1.708

Dispersion variance % 25.689 23.024 18.974

Cumulative variance % 25.689 48.714 67.687

KMO=0.721, x²=839.752, df=36,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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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제 구매성향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측

정된 요인의 요인 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요

인분석의 설명력이 67.687%로 나타났다.

KMO(Kaiser-Meyer-Olkin) 값이 0.721으로 요인분석

을 한 변수들의 선정이 당하다고 단하 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839.752이며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공통요인이 존재한다. 구매성향 요인명을충동

구매형, 랜드의존형, 계획구매형으로 명명하 고 신뢰

도를 검증 결과 요인 모두 Cronbach's ⍺ 값이 0.7 이상

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통계 분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rding)과 데이

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0.0 통계 패키지 로

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일반 특성 피

부인식에 따른 세안행동 세안제 구매 행동과 피부유

형을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 다.

피부인식과 세안제 구매성향의 각 차원을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 다. 피부인식이 세안제

구매성향, 피부지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상

계분석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모든 데이터 결과는 평균±표 편차(Mean±SD)로

표기하 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5%에

서 검증하 으며 p<0.05 이하 일 때 유의하다고 단하

다.

4. 연 결과  논

4.1 적 특   안 행동 실태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세안 행동은 Table 3과

같다. 연령에서 20 가 38.91%, 30 가 29.26%로높게 나

타났고 피부유형에서 복합성이 34.73%, 건성이 32.48%로

많았다. 피부 세안행동에서 세안제는 하루에 1회가

47.59%, 2회가 46.95%로 사용하 고 세안 시 미온수 사

용이 49.20%, 스크럽 사용이 59.49%로 많게 나타났다.

이는 J. H. Baek[39]의 연구에서 부분 여성이 미온

수로 세안한다는 결과와 동일하 고 세안에 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ivision Choice N %

Age

20's 121 38.91

30's 91 29.26

40's 40 12.86

50's 59 18.97

Skin type

Neutral 35 11.25

Dryness 101 32.48

Oily 46 14.79

Complex 108 34.73

Sensitive 21 6.75

Number of cleanser used

Once 148 47.59

Twice 146 46.95

More than 3 times 17 5.46

Water temperature

Hot water 46 14.79

Warm and cold 108 34.73

Warm 153 49.20

Cold 4 1.29

Using scrub
Yes 185 59.49

No 126 40.51

Sum 311 100.00

Table 3. General Feature and Cleans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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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피부 식 하 , 안제 매 향, 지  식

도 기술통계 결과

피부인식 하 요인 요도는 Table 4와 같다. 평균

4.36로 높게 인식하 고 피부만족도가 2.83으로 낮게 나

타났으며 그 음에 피부가 요한 비 을 차지한다

고 높게 답하 으나 꾸 한 리 시술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S. I. Choi et al.[40]의 연구에서 88.7%

가 건강한 피부가 외모에 향을 미친다 하 고 30.8%가

마사지등 문 리를거의 받지 않는다고 답하여 본연

구 결과와 비슷하 다. 세안제 구매성향에서 계획구매형,

랜드의존형, 충동구매형 순으로 비교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랜드의존형에서 ‘모르는 상표나 회

사의 제품은 사지 않는다’가 3.30로 높게 인식하 다. 이

는 S. J. Kim & S. M. Park[41]의 연구에서 상표충성형

Table 4. Skin Recognition Sub-factor and Purchasing Propensity Technical Statistics

Division M SD
Average
(M±SD)

Skin
recognit
ion

Importance

Important to appearance 4.41 0.87

4.36±0.79
Important to social life 4.20 0.88

Important to youth 4.50 0.87

Important to beauty 4.34 0.91

Interest

Try to skin enhance 3.64 0.90

3.49±0.73

Stress by skin problems 3.40 1.08

Recognize skin problems 3.46 0.87

Care about skin condition. 3.48 0.97

Get professional skin care 2.32 1.25

satisfaction

Skin type 2.91 1.00

2.83±0.73

Skin texture 2.98 0.99

Skin tone 2.90 0.99

Skin elasticity 2.84 0.92

Appropriate oil, water content balance 2.60 0.88

Appropriate skin pH 2.74 0.75

purcha
sing

propen
sity

Impulse
purchase

Purchase cause by the gift 2.31 1.21

2.48±0.97Purchase cause by look good even if not needed 2.45 1.21

Purchase cause by advices of around people 2.69 1.11

Brand
dependence

Luxury brand has good quality. 2.51 1.08

2.64±0.87No purchase unknown brand 3.30 1.28

Luxury brand enhances my value. 2.12 1.05

Planned
purchase

Comparison of quality and price for .Reasonable purchase 2.91 1.09

2.95±0.90Purchase by comparison of diverse brand 2.93 1.06

Planning purchase 3.00 1.1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5. Skin Knowledge Survey
Division Ans. Choice N %

The stratum corneum of face protect skin O
Answer 203 65.27

Wrong 108 34.73

Moisture retention of the skin is due to the NMF of the stratum corneum O
Answer 216 69.45
Wrong 95 30.55

The skin should maintain pH neutral X
Answer 96 30.87

Wrong 215 69.13

Oily skin is more resistant to external stimuli than dry skin O
Answer 209 67.20
Wrong 102 32.80

Hard cleansing can make your skin thinner O
Answer 186 59.81

Wrong 125 40.19

Deep cleansing and scrubs are good for skin X
Answer 281 90.35
Wrong 30 9.65

Use of strong cleanser increases sebum secretion O
Answer 183 58.84

Wrong 128 41.16

Soap cleanse is rough skin with oily membrane removal O
Answer 219 70.42
Wrong 92 29.58

Sum 31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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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랜드를 고려하여 구매한다는 결과와 유사 다

(p<0.001).

피부지식도 조사 결과(Table 5 참고), ‘피부는 pH 산

도를 성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문항에서 오답율이

6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기타 문항에서는 정답율이

오답율보다 높아 피부지식 수 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 H. Ha ＆　M. J. Kang, S. H. Park & H.

J. Kwon[42,43]의 연구에서 피부지식도가 높게 인식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 으며 피부미용에 심이 많을수록 지

식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등 매

체가 국민의 건강 지식수 을 높이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44].

Table 7. The cleansing and purchasing behavior difference survey by skin recognition 

Div. Choice
Importance Interest Satisfaction

Sum
High Low High Low High

Rate

Once 9(6.9) 11(6.1) 12(8.6) 8(4.7) 11(7.8) 9(5.3) 20(6.4)

Twice 116(89.2) 147(81.2) 115(82.7) 148(86.0) 116(82.3) 147(86.5) 263(84.6)

3 times more 5(3.8) 23(12.7) 12(8.6) 16(9.3) 14(9.9) 14(8.2) 28(9.0)

x²(p) 7.257(0.024) 2.033(0.362) 1.160(0.560) 　

Time

1 minute inner 21(16.2) 30(16.6) 32(23.0) 19(11.0) 21(14.9) 30(17.6) 51(16.4)

1-3 minute 59(45.4) 81(44.8) 63(45.3) 77(44.8) 70(49.6) 70(41.2) 140(45.0)

3-5 minute 43(33.1) 47(26.0) 35(25.2) 55(32.0) 40(28.4) 50(29.4) 90(28.9)

5 minuite more 7(5.4) 23(12.7) 9(6.5) 21(12.2) 10(7.1) 20(11.8) 30(9.6)

x²(p) 5.542(0.136) 10.576(0.014*) 3.358(0.340) 　

Store

Multi brand shop 60(46.1) 87(48.0) 58(41.7) 89(51.8) 66(46.8) 81(47.7) 147(47.3)

Department store 17(13.1) 18(9.9) 11(7.9) 24(14.0) 15(10.6) 20(11.8) 35(11.3)

Home shopping 4(3.1) 9(5.0) 7(5.0) 6(3.5) 7(5.0) 6(3.5) 13(4.2)

Internet 18(13.8) 27(14.9) 25(18.0) 20(11.6) 22(15.6) 23(13.5) 45(14.5)

The large market 20(15.4) 16(8.8) 29(20.9) 7(4.1) 17(12.1) 19(11.2) 36(11.6)

Skin care shop 11(8.5) 24(13.3) 9(6.5) 26(15.1) 14(9.9) 21(12.4) 35(11.3)

x²(p) 8.639(0.195) 31.548(0.000***) 1.162(0.979) 　

Info.

TV·radio 3(2.3) 13(7.2) 8(5.8) 8(4.7) 6(4.3) 10(5.9) 16(5.1)

Newspaper, magazine 2(1.5) 1(.6) 1(.7) 2(1.2) 1(.7) 2(1.2) 3(1.0)

Internet 49(37.7) 59(32.6) 50(36.0) 58(33.7) 50(35.5) 58(34.1) 108(34.7)

Family, friend 37(28.5) 51(28.2) 45(32.4) 43(25.0) 40(28.4) 48(28.2) 88(28.3)

DM·sample 13(10.0) 12(6.6) 7(5.0) 18(10.5) 14(9.9) 11(6.5) 25(8.0)

Clerk 20(15.4) 24(13.3) 22(15.8) 22(12.8) 22(15.6) 22(12.9) 44(14.1)

Hospital, pharmacy 6(4.6) 21(11.6) 6(4.3) 21(12.2) 8(5.7) 19(11.2) 27(8.7)

x²(p) 10.390(0.109) 10.764(0.096) 4.833(0.565) 　

Prefer

Strong 19(14.6) 35(19.3) 26(18.7) 28(16.3) 29(20.6) 25(14.7) 54(17.4)

Less sensitive 68(52.3) 94(51.9) 64(46.0) 98(57.0) 63(44.7) 99(58.2) 162(52.1)

Functional 15(11.5) 26(14.4) 15(10.8) 26(15.1) 23(16.3) 18(10.6) 41(13.2)

Organic 15(11.5) 13(7.2) 15(10.8) 13(7.6) 12(8.5) 16(9.4) 28(9.0)

Cheep 13(10.0) 13(7.2) 19(13.7) 7(4.1) 14(9.9) 12(7.1) 26(8.4)

x²(p) 3.745(0.442) 12.481(0.014*) 6.988(0.137) 　

Substit
ute

Yes 94(72.3) 123(68.0) 106(76.3) 111(64.5) 103(73.0) 114(67.1) 217(69.8)

No 36(27.7) 58(32.0) 33(23.7) 61(35.5) 38(27.0) 56(32.9) 94(30.2)

x²(p) 0.679(0.410) 5.010(0.025*) 1.312(0.252) 　

Sum 130(100.0) 181(100.0) 139(100.0) 172(100.0) 141(100.0) 170(100.0) 311(100.0)

*p<0.05, ***p<0.001

Table 6. Comparison of Purchasing Store Difference by Ages 

Choice 20's(%) 30's(%) 40's(%) 50's(%) Sum(%) x²(Fisher)(p)

Multi brand shop 80(66.2) 39(42.9) 11(27.5) 17(28.8) 147(47.3)

86.787
(0.000***)

Department store 9(7.4) 5(5.5) 6 (15.0) 15(25.4) 35(11.3)

Home shopping 2(1.7) 4(4.4) 3 (7.5) 4(6.8) 13(4.2)

Internet shopping 16(13.2) 23(25.3) 3(7.5) 3(5.1) 45(14.5)

Large market 5(4.1) 6(6.6) 9(22.5) 16(27.1) 36(11.6)

Skin care shop 9(7.4) 14(15.4) 8(20.0) 4(6.8) 35(11.3)

Sum 121(100) 91(100) 40(100) 59(100) 311(1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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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령에 따  안제 매  차  분

연령에 따른 세안제 구매장소 차이는 Table 6과 같다.

세안제 구매 장소에서 멀티 랜드샵이 47.3%로 가장 많

았고 인터넷, 형마트, 백화 , 피부 리실, 홈쇼핑 순이

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멀티 랜드샵을 가장 많이 이용

하 고 그 다음 순서로 20 와 30 는 인터넷을, 40 와

50 는 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 다(p<0.001). G.

S. Seo et al[45]에 의하면 단일 랜드 문 이 편집샵

형태의 멀티 랜드샵 형태로 변화하며 확산되고 있다.

W. G. Whang et al, N. G. Lee[46,47]의 연구에서 화장품

문 이용이 가장 높았고 Y. S. Nam[48]의 연구에서

문 리 로드샵이가장 높게 나타나 본연구 결

과와 유사하 다. 이는 화장품 문 에 다양한 제품이

구비되어 한 장소에서 제품구매가 용의하고화장품에

한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41].

4.4 피부 식과 피부지식도에 따  안행동  

안제 매행동 차  분

피부인식에 따른 세안행동 세안제 구매행동 차이

분석에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세안횟수에서 하루

에 2번이 제일 많았고피부인식에따른낮음과 높음그룹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안시간에서

체 으로 1-3분, 3-5분 순으로 나타났고 심도가 낮

은 그룹에서 23%가 1분이내에세안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구매 장소에서 체 으로 멀티 랜드샵

을 많이 이용하 고 다음으로 심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피부 리실을, 낮은 그룹에서는 형마트를 많이 이용하

다(p<0.001). 선호제품에서 체 으로자극이 은 제

품을 많이 선호하 고 다음으로 심도가 높고 낮은 그

룹 모두 세정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 다(p<0.05). 체

으로 교체의향에서 ‘ ‘로 높게 나타났고 심도가 낮은

그룹이 교체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S. Y.

Lee[4]의 연구에서 외모 심도가 높은 그룹은 정보탐색

이 활발하여 다양한 채 을 정보원으로 활용하 고 심

도가 낮은 그룹은 주변의 인 정보원에 의존하는 결과

가 나왔는데 시 변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더 활발해

진 것으로 사료된다(p<0.05).

Table 8. The Cleansing and Purchasing Behavior Difference Survey by Skin Knowledge

Division Choice Low High Sum x²(p)

Number of cleanse

Once 12(6.9) 8(5.9) 20(6.4)
0.982
(0.612)

Twice 145(82.9) 118(86.8) 263(84.6)

3 times more 18(10.3) 10(7.4) 28(9.0)

Time

1 minute inner 33(18.9) 18(13.2) 51(16.4)

4.193
(0.241)

1~3 minute 71(40.6) 69(50.7) 140(45.0)

3~5 minute 55(31.4) 35(25.7) 90(28.9)

5 minute more 16(9.1) 14(10.3) 30(9.6)

Store

Multi brand shop 78(44.6) 69(50.8) 147(47.3)

26.664
(0.000***)

Department store 23(13.1) 12(8.8) 35(11.3)

Home shopping 10(5.7) 3(2.2) 13(4.2)

internet shopping 25(14.3) 20(14.7) 45(14.5)

The large market 29(16.6) 7(5.1) 36(11.6)

Skin care shop 10(5.7) 25(18.4) 35(11.3)

Information

TV·radio 10(5.7) 6(4.4) 16(5.1)

25.950
(0.000***)

Newspaper, magazine 3(1.7) 0(.0) 3(1.0)

Internet 52(29.7) 56(41.2) 108(34.7)

Family, friend 59(33.7) 29(21.3) 88(28.3)

DM·sample 14(8.0) 11(8.1) 25(8.0)

Clerk 31(17.7) 13(9.6) 44(14.1)

Hospital, pharmacy 6(3.4) 21(15.4) 27(8.7)

preference

Strong 34(19.4) 20(14.7) 54(17.4)

3.371
(0.498)

Less sensitive 84(48.0) 78(57.4) 162(52.1)

Functional 23(13.1) 18(13.2) 41(13.2)

Organic 17(9.7) 11(8.1) 28(9.0)

Cheep 17(9.7) 9(6.6) 26(8.4)

Substitute
Yes 124(70.9) 93(68.4) 217(69.8)

0.222 (0.637)
No 51(29.1) 43(31.6) 94(30.2)

Sum 175(100.0) 136(100.0) 311(10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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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지식도에 따른 세안 횟수, 시간, 선호제품, 교체의

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구매장소에서 체 으로

멀티 랜드샵을 이용하 으며 피부지식도가 높은 그룹

은 피부 리실을, 낮은 그룹은 형마트를 더 많이 이용

하 고(p<0.001), 구매정보에서 피부지식도가 높은 그룹

은 인터넷을, 낮은그룹은가족, 친구를 더많이이용하

다(p<0.001, Table 8 참고).

4.5 피부 식, 피부지식도, 안제 매 향 

간 상 계 분

분석결과 피부인식과 지식도 사이에 유의미한 양(+)

의 상 계가 나타났고 피부인식 하 요인 피부 심

도와 충동구매형, 계획구매형 사이에 유의한 양(+)의

계가 나타났다. 이는 피부 심도가 높은 그룹이 피부지

식이 많아 필요한 제품은 구매 시 비교하여 계획된 구매

를 하 고 심 제품에 해서는 충동구매성향을 나타나

는 것으로사료된다. S. Y. Lee[27]의연구에서 화장품구

매평가 기 과 화장품 쇼핑성향의 상 계가 유의미한

양(+)의 계가 나타나 미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상표

충성형, 경제 , 충동 구매성향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Table 9 참고).

4.6 피부 식  피부지식도가 안제 매 향 

하 에 미치는 향

피부인식 지식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세안제 구매

성향인 충동구매형, 랜드의존형, 계획구매형을 종속변

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10 참고).

피부인식 요도는 충동구매형에 음(-)의 향을,

Table 9. Investiga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kin Recognition, Skin Knowledge, Cleanser 

Purchasing Propensity 

Correlation coefficient
Skin recognition Cleanser purchasing propensity Skin knowledge

Importance Interest Satisfaction Impulse Brand dependence Planning Knowledge

Importance 1 　 　 　 　 　 　

Interest .347** 1 　 　 　 　 　

Satisfaction -.050 .010 1 　 　 　 　

Impulse -.055 .126* -.080 1 　 　 　

Brand dependence -.018 .089 -.006 .387** 1 　 　

Planning .071 .256** .023 .175** .169** 1 　

Skin knowledge .178** .275** .145* .006 -.075 .010 1

*p<0.05, **p<0.01

Table 10. Effects of Skin Recognition and Knowledge on Cleanser Purchasing Propensity  Sub-factor  

Division
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R2 F t

B
Standard
deviation

Beta

Skin
recognition

(Constant)

Impulse

2.666 .414 　

0.185 7.643***

6.446***

Importance -.144 .074 -.117 -1.995*

Interest 0.222 .080 .167 2.792**

Satisfaction -.117 .075 -.087 -1.556

(Constant)

Brand
dependence

2.499 .376 　

0.104 3.644*

6.637

Importance -.063 .067 -.056 -0.931

Interest .130 .072 .108 1.792

Satisfaction -.012 .068 -.010 -0.174

(Constant)

Planning

1.848 .375 　

0.257 7.265***

4.924***

Importance -.022 .067 -.019 -0.325

Interest .322 .072 0.262 4.462***

Satisfaction .024 .068 .019 0.348

Skin
Knowledge

(Constant)
Impulse

2.464 .180 　
0.060 6.674*

13.693***

Knowledge .004 .033 .006 .106

(Constant) Brand
dependence

2.849 .161 　
0.175 10.827**

17.661***

Knowledge -.040 .030 -.075 -1.330

(Constant)
Planning

2.919 .166 　
0.100 10.266**

17.577***

Knowledge .005 .031 .010 .16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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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는 충동구매형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피부 요도가 낮을수록, 피부 심도가 높을수록 충

동구매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심도가 충동구매

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부인

식 하 요인은 랜드의존형에 유의한 향을미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인식 심도는 계획구매형

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도가 계획

구매형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 Y.

Lee[4]의 연구결과에서 화장품 구매 시 외모 심도가 계

획구매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 다. 피부지식도는 세안제 구매성향 각각

의 하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p>0.05). 이는 피부지식도와 화장품 구매성향 간의

높은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한 T. H. Jang[49]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 다. 화장품 반에 한 인식과 세안

제 간의 사용 목 , 사용용도 등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도출된 결과라고 단된다.

5. 결론  제언 

본연구는 성인 여성 311명을 상으로피부인식과피

부지식도에 따른 세안제 구매행동 세안제 구매성향을

악하고자피부인식을 요도, 심도, 만족도로 분류하

고 세안제구매성향을 충동구매형, 랜드의존형, 계획

구매형으로 분류하 으며 요인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을 실시하 다.

피부인식에서 여성들은 피부 요를 높게, 만족도를 낮

게 인식하 고 구매장소는 멀티 랜드샵을 주로 이용하

으며 구매정보를 주로 인터넷에서 얻는것으로 나타났

다. 피부인식 피부 심도 낮음과 높음에 따른 세안시

간, 구매 장소, 선호제품, 교체의향 여부에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피부인식, 피부지식도, 세안제 구매성향 요인 간 상

계 분석 결과 피부 심도는 충동구매형, 계획구매형에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0.001) 피부 요도는 충동구매형에 유의한 음(-)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피부 심도와 피부지식도가 높을수록 세안시간

이 길었고(p<0.05) 문성이 있는 멀티 랜드샵, 병원,

인터넷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계획구매를하 으며 심

제품에 해서는 충동구매성향을 보 고 피부 심도와

지식도가 낮을수록 주변 지인으로부터 구매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한편 피부지식도는 세안제 구

매성향 각각의 하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피부 요도가 높은 성인 여성은 충동구매 성향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 심도가 높고 교체의향이 있는 고객을

상으로 주력제품, 신제품에 한 고나 마 을 활

용하여 랜드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제품의 사용 목 ,

효능에 한 객 설명이 더 추가된다면 고객의 재방

문을 높여 매출 상승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가 서울 경기지역의 성인 여

성들에 한정되어 있어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앞으로 지역, 성별, 직업군에 따른 세안제 구

매행동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피

부에 한 인식이 피부 요도, 심도, 만족도에 한정되

어 있는데 피부타입별, 피부문제별로 세분화하여 세안제

구매성향 구매행동을 악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피부인식 정도 일반 특성

에 따른 세안제 제품개발 마 에 기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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