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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뷰티 전공 대학생의 쇼핑 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쇼핑 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첫째, 유행추구성향, 편의추구성향, 쾌락추구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
났다. 둘째, 쇼핑성향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쾌락추구 성향, 유행추구 성향 상표추구 성향 편의추구 
성향, 가격추구 성향이 구매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뷰티 콘텐츠의 만족도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뷰티 콘텐츠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매 행동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뷰티 전공자들의 구매성향
이 콘텐츠 만족과 구매 행동의 인과관계의 틀을 밝혀 마케팅전략을 세우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뷰티 전공, 쇼핑 성향, 뷰티 콘텐츠, 콘텐츠 만족도, 구매행동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hopping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on satisfaction in beauty contents and purchasing behavior. For the study, a survey was made 
and with the use of Spss 21.0, a frequency analysis, an exploring factor test, a reliability test,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re presented: First, trend-pursuing, convenience-pursuing and pleasure-pursuing orient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satisfaction in beauty contents. Second, in respect to the effects shopping 
orientation had on purchasing behavior, pleasure-pursuing, trend-pursuing, brand-pursuing, 
convenience-pursuing and price-pursuing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urchase behavior. 
Third, as for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beauty contents on purchasing behaviors, the more satisfaction 
in beauty contents, the more purchase behaviors were foun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ause and effects between purchase orientation, contents satisfaction and purchasing behaviors in 
beauty students and provide basic data for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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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

으로 전 세계가 스마트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개념에서 현재는 방송 통신과 결합된 방송 콘
텐츠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1]. 이와 같은 변화는 
동영상 플랫폼의 하나인 유튜브(Youtube)같은 양방향성 
콘텐츠를 전 세계의 네티즌이 공유하는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로 발돋움시켰고, 현대인들은 다양한 콘텐츠 영상
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2]. 

특히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은 소비자
들의 흥미 유발과 함께 많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솔직
한 견해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되고 있다[3]. 주
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
람을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연예인 못지않
는 인기에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들은 최근에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업하여 홍보용 콘텐츠까지 제작하
고[4], 사이트 링크형 유튜브는 동영상 콘텐츠 내에서 제
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를 공유하는 등 점점 마케팅
의 한 영역으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5].

최근에는 한류열풍과 함께 K-beauty가 연결되면서 
특히 뷰티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뷰티 
콘텐츠를 직접 올리는 사람을 뷰티 유튜버라고 부르는데
[6], 다양한 뷰티 정보는 물론 제품의 종류나 특성, 메이
크업 테크닉, 헤어스타일링 영상 등 매우 전문적인 콘텐
츠를 제공하고 있다[7]. 전문화된 콘텐츠의 제공은 일반 
소비자들의 외모 관심도, 헤어스타일 관여도에 영향을 주
었으며[8]. 소비자의 뷰티관리 행동[9], 뷰티 상품의 구매 
의도와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선행연구들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0]. 

이는 뷰티 콘텐츠를 시청하고 만족한 경우에 구매행동
으로 이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11]. 그러나 다른 측면
에서는 뷰티 콘텐츠 시청의 만족과 불만족의 상관없이 
개인의 쇼핑성향 즉 유행을 따르거나 가격 또는 실용성 
측면 등의 개인적 쇼핑성향에 의해서 구매 행동으로 이
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쇼핑성향에 따라 뷰티 콘텐츠의 만족과 구매행
동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는 뷰티 콘텐츠 특징에 관
한 연구(안현경, 2020), 콘텐츠 영상 분석 연구(손희진, 
2018, 황수환, 2019), 이용동기, 만족도에 관한 연구(문
서영과 김연아, 2019), 신뢰도와 정보만족도에 관한 연
구(유현경,2019) 등이 이루어졌을 뿐 뷰티 전공자를 대
상으로 쇼핑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으로 이어지는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12-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뷰티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쇼핑 
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함으로서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미래의 
유튜버들에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쇼핑 성향

쇼핑 성향이란 다양한 마케팅의 자극 안에서 서로 다
른 구매 양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소비자 특성을 나타
내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17]. 쇼핑 성향 용어는 
Stone(1954)이 최초로 사용하였으며[18], 여러 학자들
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진뢰.(2014)는 쇼
핑성향을 쇼핑활동에 있어 나타나는 생활양식, 라이프스
타일이라고 정의하였고[19], Brown(2003)은 쇼핑성향
을 어떤 물건을 사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동 성
향 또는 태도[20]로, 나윤구와 서현석(2008)의 선행연구
에서는 특정 활동을 중시하는 쇼핑자의 쇼핑활동, 관심과 
의견을 포함한 쇼핑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이라 정의 하였
다[21].

쇼핑 성향에 대한 분류로 배지연(2009)은 쇼핑성향을 
쾌락적 성향, 경제적 성향, 편의적 성향의 3가지 성향으
로 분류하였고[22], 박은희와 구양숙(2011)은 합리적 계
획형, 비교 탐색형, 외적 과시형, 상표 충성형, 독자형으
로 나뉘어 분류한 바 있다[23]. 또한 이인지(2019) 연구
에서는 쇼핑 성향을 편의 추구유형, 유행 추구유행, 상표 
추구성향, 쾌락 추구성향, 가격 추구성향의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첫째, 편의 추구유형은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
에 맞는 쇼핑을 하는 유형 둘째, 유행 추구유형은 다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행을 따르는 소비유형 셋째, 상표추
구 유형은 브랜드네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쇼핑 유형 
넷째, 쾌락 추구유형은 소비자가 개인적 감정이나 즐거움
을 위해 소비하는 유형 다섯째, 가격추구성향은 같은 기
능에서 고가격 상품보다 저가격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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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분류 하였다[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쇼핑성향을 뷰티와 관련된 상품이
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양상이나 태도로 조작적으로 정의
하고, 유형을 크게 편의추구유형, 유행 추구유형, 상표 추
구유형, 쾌락추구유형, 가격 추구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
다. 

2.2 뷰티 콘텐츠
뷰티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뷰티 관련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25],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매체에 크리에이터의 제작과 유통에 의해 기재되는 디지
털 방식의 뷰티 영상이라 할 수 있다[26]. 

뷰티 콘텐츠 대부분은 뷰티 유튜버들이 개인방송 형태
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화
장품 추천 및 리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좀 더 
전문화되면서 연예인 화장법에서부터 코스프레, 특수 분
장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화장품 성
분에 다양한 정보 즉 성분, 독성 물질 등에 대한 콘텐츠
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에 재미와 흥미를 곁들인 콘
텐츠까지도 등장하고 있다[27].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통 미디어 환경에서는 일반인 보
다는 유명인을 활용하는 것이 마케팅 효과가 높다고 보
았으나,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연예인보다는 일반인
의 영향력이 더 높다는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28].

이는 디지털시대에 누구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유
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뷰티 유튜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가 좀 더 창의
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트렌드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시청자들과도 친화력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자신만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29,30].

2.3 구매 행동 
구매 행동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하는 

행동으로,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소비자가 탐색, 대안평
가, 구매 결정 및 구매 후 행동 일련의 과정 말한다[31]. 
문제 인식 과정은 구매를 위한 결정을 하는 동기과정이
라 할 수 있고, 탐색단계는 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얻는 과정이며, 대안평가단계는 제품 선택과 관련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기준을 근거로 감정하
는 활동을 의미하며, 구매 결정단계에서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통해 상품을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구매 후 행동 단계는 만족과 불만족의 반응단계

이다[32].
뷰티 서비스 분야에서의 구매 행동은 미용기술이라는 

상품으로서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활
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무형성, 소멸성, 이질성, 비분
리성의 특성이 있다[33].

쇼핑성향에 의한 구매행동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매
행동은 패션분야에서의 쇼핑 성향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는데 박은주 등(2005)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추구 성향이
나 유행상표 추구유형이 구매행동이 높은 것으로[34], 박
지영(2007) 연구에서는 유행 추구성향이 구매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구매행동은 쇼핑 성향에 의해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뷰티 관련 콘텐츠
와 구매행동과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3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매 행동을 제품 구매 전 유튜브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시청하고 이후의 구매 행동으로 
결정되는 과정이라 조작적 정의하고 쇼핑성향과이 뷰티
콘텐츠로 인해 구매 행동으로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
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의 미용 전공대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4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28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 13부를 제외하고 
총 26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2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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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가설 1(H1)
뷰티 전공자의 쇼핑 성향은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가설 2(H2)
뷰티 전공자의 쇼핑 성향은 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가설 3(H3)
뷰티 콘텐츠 만족도는 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3 연구도구 및 측정
본 연구의 대부분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먼저 쇼핑 성향은 이인지(2019)의 연구척도를 사용하

여 편의추구성향, 유행추구 성향, 상표추구성향, 쾌락추
구 성향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36]. 또한 뷰티 콘텐츠 
만족도는 심미선(2000), 여패령(2016)의 선행연구 설문
을 토대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37-38]. 

3.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튜브 이용실태
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신
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을,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넷째,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은 20세 이하 97명(36.3%), 21세 68명(25.5%), 22세 

53명(19.9%), 23세 이상 49명(18.4%)으로 나타났고, 대
학교 유형은 2년제 144명(53.9%), 4년제 123명(46.1%)
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86명(32.2%), 2학년 102
명(38.2%), 3학년 47명(17.6%), 4학년 32명(12.0%)으로 
나타났고, 뷰티콘텐츠 이용빈도는 일주일에 2일(28.8%), 
3일과 5일이 44명(16.5%), 4일 38명(14.2%), 6일 27명
(10.1%), 7일 14명(5.2%) 순으로 나타났다. 

code N %

Age
under 20  97  36.3

21  68  25.5
22  53  19.9

over 23  49  18.4
college type 2 year 144  53.9

4 year 123  46.1

Grade
1st grade  86  32.2
2nd grade 102  38.2
3rd grade  47  17.6
4th grade  32  12.0

Beauty contents 
usage frquency

/week

1 day 23  8.6
2 days 77 28.8
3 days 44 16.5
4 days 38 14.2
5 days 44 16.5
6 days 27 10.1
7 days 14  5.2

Total 267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4.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4.2.1 쇼핑성향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쇼핑 성향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으며,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설명력은 71.661%로 
나타났다. 요인 1(18.294%)은 ‘편의추구 성향’, 요인 
2(16.117%)는 ‘유행추구 성향’, 요인 3(14.786%)은 ‘상
표추구 성향’, 요인 4(11.762%)는 ‘가격추구 성향’, 요인 
5(10.702%)는 ‘쾌락추구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이 5개
의 요인 적재 값이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
들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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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questions code
Bcs

 I am satisfied with beauty contents in Youtube. .894
 I am happy to use beauty contents in Youtube. .890
 Youtube beauty contents are valuable to use. .866
 I feel time flies while I am using beauty contents in Youtube. .858
 Youtube beauty contents satisfies the needs of use. .831

Eigenvalue 3.769
variance analysis(%) 75.382

cumulative explanation(%) 75.382
Cronbach's α .916

뷰티콘텐츠 만족도 : Bcs
KMO=0.869, Bartlett's test χ²=940.985 (df=10, p=0.000)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Satisfaction in 
Beauty Contents 

분석결과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개의 요인
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설명력은 75.382%로 나타났
다. 추출된 요인 1(75.382%)은 ‘뷰티 콘텐츠 만족도’로 
명명하였다. 이 1개의 요인 적재 값이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들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
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2.3 구매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매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으며, 1개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설명력은 
76.764%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 1(76.764%)은 ‘구매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1개의 요인 적재 값이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들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뢰도 또한 0.60 이상으로 나타
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s Code
Coo Tro Bro Plo Pro

 I usually purchase beauty goods I intend to purchase at near-by stores. .841 .044 .007 .082 .136
 I usually purchase beauty goods at stores near residence .826 .023 .006 .192 .132
 I usually purchase goods from stores that have better access when I am hesitating to purchase. .810 .174 -.001 .145 .079
 I usually consider easy access to stores as important when I buy beauty goods. .778 .163 .055 .049 -.049
 I prefer beauty goods stores that are located in the nearest distance .750 .016 .261 .257 .027
 I am very sensitive to beauty goods trend. .026 .859 .156 .054 .169
 I enjoy to buy trendy beauty goods. .071 .822 .226 .105 .152
 I carefully look at the latest fashion in buying beauty goods.  .127 .800 .043 .147 .153
 I purchase beauty goods as soon as possible when the latest fashion information is heard. .211 .689 .268 .124 .231
 If I find a brand I want, I continuously purchase beauty goods with the brand.  .071 .125 .887 .065 .058
 I consider the brand I prefer in purchasing beauty goods. .054 .250 .833 .194 .002
 I have the preferred beauty trend. .089 .156 .735 -.006 .319
 I purchase specific brand beauty goods. .031 .104 .626 .059 .339
 I prefer to purchase a bunch of  lower-priced beauty goods to a single higher-priced beauty goods.  .242 .144 .095 .867 .022
 I prefer to purchase several low-priced beauty goods with similar functions .177 .325 .141 .743 .166
 I hesitate to purchase beauty goods because of price.  .186 -.004 .047 .742 .181
 I enjoy purchasing beauty goods. .163 .249 .215 -.010 .797
 I usually purchase beauty goods impulsively. -.022 .181 .292 .277 .700
 I am interested in purchasing low-priced beauty goods. .169 .373 .116 .271 .673

Eigenvalue 3.476 3.062 2.809 2.235 2.033
variance explanation(%) 18.294 16.117 14.786 11.762 10.702

cumulative explanation(%) 18.294 34.411 49.197 60.959 71.661
Cronbach's α .881 .872 .837 .802 .791

1. 편의추구성향 : Coo, 유행추구성향 : Tro, 상표추구성향 : Bro, 쾌락추구 성향 : Plo,  가격추구 성향 : Pro, 뷰티콘텐츠 만족도 : Bcs, 구매행동 : Pb
KMO=0.855, Bartlett's test χ²=2764.215 (df=171, p=0.000)

Table 2. Validity and Realibility tesr for shopping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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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code
Pb

I will like to use products advertised through Youtube beauty contents .907
I will use products advertised through Youtube beauty contents on a regularly basis. .898
I will continue to use products advertised through Youtube beauty contents. .875
I will recommend products advertised through Youtube contents to friends. .874
I will tell positively products advertised through Youtube beauty contents. .825

Eigenvalue 3.838
variance explanation(%) 76.764
cumulative explanation

(%) 76.764
Cronbach's α .923

구매행동 : PbKMO=0.880, Bartlett's test χ²=1008.382 (df=10, p=0.000)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Purchasing 
Behavior

4.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6>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쇼핑 성향의 하위요인별 ‘편의추구 성향'이 평
균 3.55점, ‘쾌락추구 성향'이 평균 3.35점, ‘상표추구 성
향’이 평균 3.22점, ‘가격추구 성향’이 평균 3.17점, ‘유행
추구 성향’이 평균 2.99점 순으로 나타났고, 뷰티 콘텐츠 
만족도는 평균 3.44점, 구매행동은 평균 2.97점으로 나
타났다.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쇼핑성향의 하위
요인별 편의추구 성향(r=.357, p<.001), 유행추구 성향
(r=.450, p<.001), 상표추구 성향(r=.394, p<.001), 쾌락
추구 성향(r=.445, p<.001), 가격추구 성향(r=.437, 

p<.001)은 뷰티 콘텐츠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쇼핑성향의 
하위요인별 편의추구 성향(r=.361, p<.001), 유행추구 
성향(r=.523, p<.001), 상표추구 성향(r=.443, p<.001), 
쾌락추구 성향(r=.573, p<.001), 가격추구 성향(r=.437, 
p<.001)은 구매 행동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뷰티 콘텐츠 만
족도(r=.485, p<.001)는 구매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가설의 검증
4.4.1 쇼핑 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cod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B S.E β
(constant) 1.086 .225 　 4.820 .000

Coo .191 .055 .198 3.464** .001
Tro .185 .056 .212 3.315** .001
Bro .150 .056 .163 2.698** .007
Plo .149 .059 .170 2.521* .012
Pro .045 .056 .049 .802 .424

R²=.323, Adj. R²=.310, F=24.866***, p=.000
편의추구성향 : Coo, 유행추구성향 : Tro, 상표추구성향 : Bro, 쾌락추구 성향 : 
Plo, 가격추구 성향 : 
*p<.05, **p<.01, ***p<.001

Table 6. The Effects of Shopping orientation on the 
beauty contents satisfaction 

쇼핑 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유행추구성향
(β=.212, p<.01), 편의추구성향(β=.198, p<.01), 쾌락추
구성향(β=.170, p<.05), 상표추구성향(β=.163, p<.01)이 

code M±SD Shopping orientation Bcs PbCoo Tro Bro Plo Pro
Coo 3.55±.753 1
Tro 2.99±.834 .271*** 1
Bro 3.22±.787 .203** .438*** 1
Plo 3.35±.827 .279*** .556*** .497*** 1
Pro 3.17±.798 .435*** .377*** .287*** .430*** 1
Bcs 3.44±.726 .357*** .450*** .394*** .445*** .335*** 1
Pb 2.97±.741 .361*** .523*** .443*** .573*** .437*** .485*** 1

편의추구성향 : Coo, 유행추구성향 : Tro, 상표추구성향 : Bro, 쾌락추구 성향 : Plo, 가격추구 성향 : Pro, 뷰티콘텐츠 만족도 : Bcs, 구매행동 : Pb
**p<.01, ***p<.001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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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이인지(2019)
의 연구에서도 쇼핑성향의 대부분의 요인이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9]. 따라서 쇼핑 성
향의 하위요인별 유행추구 성향, 편의추구 성향, 쾌락추
구 성향, 상표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뷰티 콘텐츠 만족도
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2 쇼핑 성향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쇼핑 성향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는 <Table 7>과와 같다. 쾌락추구성향(β=.289, p<.001), 
유행추구성향(β=.215, p<.01), 상표추구성향(β=.140, 
p<.05), 편의추구성향(β=.136, p<.01), 가격추구성향(β
=.132, p<.05)이 구매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쇼핑성향
의 하위요인별 쾌락추구 성향, 유행추구 성향, 상표추구 
성향, 편의추구 성향, 가격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구매 행
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ode
Non-

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ati

on factor t p
B S.E β

(constant) .242 .208 　  1.164  .246
Coo .134 .051 .136  2.638**  .009
Tro .191 .051 .215  3.711***  .000
Bro .132 .051 .140  2.577*  .011
Plo .258 .055 .289  4.736***  .000
Pro .123 .051 .132  2.387*  .018

R²=.447, Adj. R²=.436, F=42.167***, p=.000
편의추구성향 : Coo, 유행추구성향 : Tro, 상표추구성향 : Bro, 쾌락추구 성향 : 
Plo, 가격추구 성향 : 
*p<.05, **p<.01, ***p<.001

Table 7. The Effects of Shopping orientation on 
purchasing behavior  

주정원과 이은정(2016)의 선행연구에서 모바일 의복
구매의 경우 쾌락추구성향, 유행추구성향, 편의추구성향
이 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에 
일치하였다[40]. 또한 려언예 등(2017)의 연구에서 온라
인 기반은 쾌락적 쇼핑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
으나, 오프라인 기반에서는 편의적 쇼핑성향은 상대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기반에
서 뷰티 콘텐츠가 쾌락적 쇼핑성향에 영향을 미친 본 연
구결과와도 일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41].

4.4.3 뷰티 콘텐츠 만족도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뷰티 콘텐츠 만족도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뷰티 콘텐츠 
만족도(β=.485, p<.001)는 구매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뷰
티 콘텐츠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매 행동도 높아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인 이사와 박상희(2017) 연구에서 한국드라
마 영상시청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매 의도가 높고[42], 
조세형과 이충무(2012) 연구에서도 정보콘텐츠 만족도
가 높을수록 구매행동이 높아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43]. 이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독창적 콘텐
츠 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de
Non-

standardization factor
standardiz

ation 
factor t p

B S.E β
(constant) 1.267 .193 　 6.569 .000

Bcs .494 .055 .485 9.017*** .000
R²=.235, Adj. R²=.232, F=81.315***, p=.000
***p<.001

Table 8. The Effects of beauty contents satisfaction on 
purchasing behavior 

5. 결론
본 연구는 뷰티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쇼핑 성향이 뷰

티 콘텐츠 만족도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쇼핑 성향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결과는 유행추구성향(β=.212, p<.01), 편의추
구성향(β=.198, p<.01), 쾌락추구성향(β=.170, p<.05), 
상표추구성향(β=.163, p<.01)이 뷰티 콘텐츠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4개요인의 쇼핑 성향이 높을수록 뷰티 콘텐츠 
만족도도 높아졌다. 

둘째, 쇼핑 성향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쾌락추구 성향(β=.289, p<.001), 유행추구 성향(β
=.215, p<.01), 상표추구 성향(β=.140, p<.05), 편의추구 
성향(β=.136, p<.01), 가격추구 성향(β=.132, p<.05)이 
구매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쾌락추구 성향, 유행추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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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상표추구 성향, 편의추구 성향, 가격추구 성향이 높을
수록 구매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 뷰티 콘텐츠의 만족도가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 뷰티 콘텐츠 만족도(β=.485, p<.001)
는 구매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뷰티 콘텐츠 만족도가 높
을수록 구매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쇼핑 성향의 하위요인은 뷰
티 콘텐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뷰티 콘텐츠
의 만족은 구매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함으로써 쇼핑 성향과 뷰티콘텐츠 만족도 그리고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분석과정에서 쇼
핑 성향의 경우 일반적 쇼핑 성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을 뿐 뷰티 콘텐츠 특성 즉 화장품, 뷰티 테크닉(메이
크업, 헤어, 피부관리) 등으로 구별하지 않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의 특성 역시 고려되지 않았으며, 콘텐츠
에 대한 특성의 고저를 차별화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 
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콘텐
츠의 특성, 플랫폼의 형태, 쇼핑 성향의 고저 등을 고려
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향후에 진행되어댜 할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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