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화장품은 문화와 기술이 집약된 산업으로 수출확대를 통해 국가

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이미지 향상 및 다른 산업 분

야의 긍정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종에 따라 피부특

성이 다르고 문화의존성과 밀접하여 내수 중심산업으로 성장해왔다

(Kim & Han, 2019). 최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투

자, 항노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화장품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화장품과 화

장법 등을 의미하는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한국의 화장

품산업은 2019년 관세청 자료 기준으로 수출액이 65억 달러에 달하

고 세계 4대 수출 국가로 성장하였다. 한국 연예인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은 패션, 관광, 성형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

회적 가치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데(Im et al., 2016)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만에서도 한국의 드라마, 음악, 

패션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만은 중국 동남부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전체 

인구는 2,355만 명이고 GDP (국내총생산)가 약 5,899억 달러로 세

계 21위에 해당되며 한국과는 375억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면서 한

국은 대만의 6대 교역대상국에 해당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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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factors of cosmetic purchase 
decision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Korea” hereafter) and Taiwan 
and elucidates their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in terms of Korean cosmetic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via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from December 
10, 2019 to March 20, 2020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in 
Korea and Taiwan. The survey items focused on the factors of cosmetic purchase 
decision, satisfaction with cosmetic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and characteristics of cosmetic use. A total of 297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18.0. Results: Firs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for 
purchasing cosmetics were obtained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NSs) in Korea and Taiwan. Second, five factors of purchase decision were 
identified, namely, quality, design, price, brand, and usage information. Third, the 
satisfaction of Korean and Taiwa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Korean 
cosmetics was higher than average, whereas satisfaction with quality and cosmetic 
repurchase items was high for only the Korean students. Fourth, when purchasing 
cosmetics, the satisfaction rate was higher when the Korean students considered 
the quality and usage information of the cosmetics, whereas the Taiwanese 
considered quality, brand, and usage information. Conclusion: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Korean cosmetics, ensuring that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Taiwan can accurately identify product quality and usage information 
when purchasing cosmetics is necessary. Alternatively, the Taiwanese students 
should develop strategies to actively promote cosmetic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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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9 코스메틱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대만 화장품의 시장 

규모는 41억 7,020만 달러(한화 약 4조 9,379억 원)이며 2013년에

서 2018년까지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대만은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하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제품의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대만 화장품 시장에서 글로벌브랜드 화장품의 점유율은 약 

70%이며 주요 화장품 수입국은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 등으로 한

류 열풍으로 인해 대만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에뛰드, 라네즈,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등의 화장품 

브랜드가 진출해 있다. 

 구매결정요인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필요성을 인

식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탐색, 대안평

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평가 등 일련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을 의미한다(Kang & Sin, 2006). 소

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각, 동기, 학습, 라이프스타일 등

의 개인의 내적인 요인과 문화, 사회계층, 가족 등과 같은 소비자가 

속한 외부환경에 따라 대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해져 더욱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어(Gim & Shin, 2019)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관

한 요인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은 화장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지금까지 화장품 구매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Jung & Rhie, 

2017; Jeong, 2018; Lee, 2018; Gim & Shin, 2019)는 인구통계

학적 특성뿐 아니라 쇼핑성향, 구매동기, 정보원활용 등을 주요 변

수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and characteristics of cosmetics use

Categories Korea Taiwan χ2

Grade

Grade 1 41 (27.9) 1) 29 (19.3)

32.28***
Grade 2 36 (24.5) 45 (30.0)

Grade 3 40 (27.2) 28 (18.7)

Grade 4 30 (20.4) 48 (32.0)

Allowance per month

<100,000 won 19 (12.9) 35 (23.3)

33.08***

>100,000 won to <300,000 won 42 (28.6) 69 (46.0)

>300,000 won to <500,000 won 47 (32.0) 38 (25.3)

>500,000 won to <700,000 won 21 (14.3) 3 (2.0)

>700,000 won 18 (12.2) 5 (3.3)

Skin type

Dry skin 46 (31.3) 6 (4.0)

40.81***
Oily skin 30 (20.4) 31 (20.7)

Normal skin 10 (6.8) 12 (8.0)

Complexity skin 61 (41.5) 101 (67.3)

Cosmetic purchase cost

<50,000 won 79 (53.7) 110 (73.3)

18.57**
>50,000 won to <100,000 won 43 (29.3) 32 (21.3)

>100,000won to <200,000won 22 (15.0) 5 (3.3)

>200,000 won 3 (2.0) 3 (2.0)

Major sources of 
information

TV·and radio 0 (0.0) 2 (1.3)

40.81***

Newspapers and·magazines 0 (0.0) 6 (4.0)

Internet·SNS 133 (90.5) 115 (76.7)

Seller's advice 2 (1.4) 8 (5.3)

Friend's advice 12 (8.2) 19 (12.7)

Mode of purchase

Department store 20 (13.6) 27 (18.0)

10.06*

Mart 11 (7.5) 12 (8.0)

Road shop 67 (45.6) 43 (28.7)

Internet shopping mall 38 (25.9) 48 (32.0)

Door-to-door sales 11 (7.5) 20 (13.3)

Total 147 (100) 150 (100)
1) frequency (%); χ2, Chi-squared value;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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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장품 수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대만을 대상으로 한국의 소

비자와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활발할 것으로 생

각되는 한국과 대만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결정요

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구매결정요인에 따른 한국화장품의 만족도

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화장품 제품개발 및 소비자 마케팅

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Methods

1. 연구문제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의 구매결정요인이 화장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사용 특성을 비교한다.

2)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비교 분

석한다.

3)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한국화장품 만족도를 비교한다.

4)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이 한국화장품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자료수집

한국과 대만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한 자료수

집을 실시하였다. 한국은 부산•경남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

고, 대만은 지리적 조건이 유사한 타이난시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

로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google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답변

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하고 한국 147부, 대만 150부의 총 297부

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설문지는 화장품 구매결정요인, 화장품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및 화장품 사용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화장품 구매결정요

인은 Kim & Lee (2019)의 연구를 참고로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19문항으로 구성하고 화장품 만족도는 

Kim & Oh (2018)의 연구를 참고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2항목, 화장

품 사용 특성은 4항목의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빈도

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사용 특성 비교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 및 화장품 사용 특성을 비교

Table 2. Purchasing decision factors of cosmetics

Factors Questions Factor loading Variance explained (%)

Quality

I tend to buy high-quality cosmetics. 0.860

17.29
When purchasing cosmetics, I first consider the function of the 
product. 0.808

I consider the quality of ingredients in cosmetics important. 0.792

Cosmetic quality is paramount. 0.765

Design

Design is important when purchasing cosmetics. 0.817

16.91
I feel a sense of trust in cosmetics in luxury packaging. 0.809

I buy cosmetics having excellent containers or packaging designs. 0.767

I feel a sense of trust in cosmetics in luxury packaging. 0.734

Price

The price of cosmetics is important. 0.722

13.36
Even if you like cosmetics, do not buy them if they are not priced 
correctly. 0.709

I buy cosmetics at stores where I can compare prices. 0.693

I consider the price before choosing cosmetics. 0.677

Brand
When I buy cosmetics, the brand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0.865

11.23
When I choose cosmetics, my first consideration is the brand. 0.850

Usage information
I buy cosmetics based on feedback from friends. 0.792

9.43
I search and read reviews on the Internet and SNSs 0.783

Cumulative variance is 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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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살펴보면(Table 1) 한국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27.9%), 

3학년(27.2%), 2학년(24.5%), 4학년(20.4%) 순이었으며 대만은 

4학년(32.0%), 2학년(30,0%), 1학년(19.3%), 3학년(18.7%) 순

이었다. 한국 응답자의 한달 용돈은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32.0%),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8.6%), 50만원 이상-70만

원 미만(14.3%), 10만원 이하(12.9%), 70만원 이상(12.2%)으로 나

타났으며 대만 응답자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46.0%), 30만

원 이상-50만원 미만(25.3%), 10만원 이하(23.3%), 70만원 이상

(3.3%),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0%)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사용 특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

국 응답자의 피부타입은 복합성 피부(41.5%)가 가장 많고 건성피부

(31.3%), 지성피부(20.4%), 정상피부(6.8%) 순이었으며 대만 응답

자는 복합성피부(67.3%)와 지성피부(20.7%)가 대부분이었다. 화장

품 구매 금액은 한국 응답자는 5만원 미만(53.7%)이 가장 많고 5만

원 이상-10만원 미만(29.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15.0%) 

순이었고 대만 응답자는 5만원 미만(73.3%),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21.3%)이 대부분이었다. 화장품 구매의 주요 정보원은 한국인

의 경우 인터넷•SNS (90.5%), 지인의 권유(8.2%)가 많았고, 대만응

답자의 경우 인터넷•SNS (76.7%), 지인의 권유(12.7%), 판매자의 

권유(5.3%) 순이었다. 화장품 구매 장소는 한국의 응답자는 로드샵

(45.6%)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몰(25.9%), 백화점(13.6%) 순이

었는데 대만 응답자는 인터넷쇼핑몰(32.0%), 로드샵(28.7%), 백화

점(18.0%), 방문판매(13.3%) 순이었다.  

2.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요인 분석

1)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 구성요인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 구성요인을 알아보기 위

해 주성분법과 Varimax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요인 값이 여러 요인에 부하된 '내가 즐겨 찾는 브랜드

의 화장품만을 구매하는 편이다', '화장품 구매 시 광고모델이 구매

에 영향을 미친다', 'TV광고, 잡지 등을 보고 좋아 보이면 구매한다'

의 3항목을 제외한 결과(Table 2)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설명량 

66.22%). 제 1요인은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

화장품 구매 시 제품의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외 2문항으로 구

성되어 품질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화장품 구매 시 디자인을 중

요하게 고려한다', '고급스러운 포장의 화장품에 신뢰감을 느낀다' 외 

2문항으로 구성되어 디자인으로 명명하였고 제 3요인은 '화장품의 

가격이 중요하다', '선호하는 화장품이라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구매

하지 않는다' 외 2문항으로 구성되어 가격이라고 하였다. 제 4요인

은 '화장품 구매 시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다', '화장품을 선택할 때 브

랜드를 먼저 보고 선택한다'로 구성되어 브랜드로 명명하였다. 제 5

요인은 '주변 지인들의 사용경험을 듣고 화장품을 구매한다'와 '인터

넷•SNS에 사용후기를 찾아보고 구매한다'로 구성되어 사용정보라

고 명명하였다. 

화장품의 구매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Kim & Lee 

(2019)는 광고, 디자인, 상표이미지, DM, 품질, 가격, 세일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광고가 제 1요인이라고 하였고 사용정보 대

신 DM, 세일 요인이 포함되어 이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Kang 

& Sin (2006)은 제품요인, 브랜드요인, 상점 및 평가요인으로 구분

하였고 Jung & Rhie (2017)은 경험적 선택과 외향적 선택 2개 요인

이 추출되었다고 하여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은 조사시기와 조사 대

상자에 따라 구성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요인 비교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

과(Table 3) 한국은 품질(4.21±0.62), 사용정보(4.15±0.72), 브랜

드(3.29±0.98), 가격 (3.18±0.77), 디자인(2.47±0.95) 순이었으

며 대만은 품질(4.18±0.59), 사용정보(3.73±0.71), 가격(3.48±

0.59), 브랜드(3.31±0.85), 디자인(3.18±0.62) 순으로 나타났다. 

각 구매결정요인별 평가차이를 알아본 결과 디자인, 가격, 사용정보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장품의 디자인, 가격 요인의 

경우 대만 여대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사용정

보의 경우 한국 여대생이 대만 여대생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화장품의 구매결정과 관련하여 Jeon & Jae (2009)

는 화장품의 품질, 가격과 같은 제품특성 요인이 심상적 요인보다 

구매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은데 이는 그 특성을 비교적 객관적

으로 비교 평가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Kang & Sin (2006)

의 연구에서도 제품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구매결정

에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화장품 구입비용이 큰 집

단일수록 브랜드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교육수준이 

Table 3. Satisfaction level of Korean students

Factors Korean Taiwan t

Factor1 Quality 4.21±0.621) 4.18±0.59 0.43

Factor2 Design 2.47±0.95 3.18±0.62 -7.58***

Factor3 Price 3.18±0.77 3.48±0.59 -3.70***

Factor4 Brand 3.29±0.98 3.31±0.85 -0.17

Factor5 Usage Information 4.15±0.72 3.73±0.71 4.98***

1)Mean±standard deviation, 5 point scale; t, t-valu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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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모든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Kim 

(2019)의 연구에서 한국의 20대는 화장품 쇼핑에 다양한 성향을 가

지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화장품 비교와 탐색이 활발하다고 하였

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활발한 한국의 여대생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의 후기와 평판이 구매에 중요한 요인

으로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한국화장품 만족도 비교

한국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를 대한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Table 

4) 한국 여대생의 만족도 평점은 3.92±0.72점이고 대만 여대생은 

3.77±0.56점으로 한국 여대생의 만족도 평점이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항목별 만족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품질과 재

구매 의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여대생(3.95±0.83)이 대만 여대생(3.67±0.62)보다 높았고 재구

매 의사도 한국 여대생(4.08±0.84)이 대만 여대생(3.88±0.69)보

다 높았다. 한국화장품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Kim (2019)

은 20, 30대 중국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화장품에 대한 만

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점 3.80점(5점 척도)으로 품질에 대한 만족도

(3.92±0.69)가 가장 높고 가격에 대한 만족도(3.65±0.81)가 가장 

낮았다고 하였는데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유사하나 대만

이 한국화장품의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4.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이 한국화장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이 한국화장품의 만족도(만족도 평점)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 

구매결정요인 중 품질과 사용정보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Table 5) 대만은 구매결정요인 중 품질, 브

랜드, 사용정보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6). 따라서 한국은 품질과 사용정보를 고려한 경우, 대

만은 품질과 사용정보, 브랜드를 고려한 경우 한국화장품에 대한 만

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Factors of satisfaction with online cosmetics brands

Factors Korean Taiwan t

I'm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Korean cosmetics. 3.95±0.831) 3.67±0.62 3.26**

I'm satisfied with the price of Korean cosmetics. 3.70±0.91 3.63±0.67 0.79

I'm satisfied with the brand image of Korean cosmetics. 3.90±0.88 3.91±0.66 -0.16

I'm generally satisfied with Korean cosmetics. 3.99±0.81 3.83±0.66 1.85

I am willing to repurchase Korean cosmetics. 4.08±0.84 3.88±0.69 2.25*

Average 3.92±0.72 3.77±0.56 1.94
1)Mean±standard deviation, 5 point scale; t, t-value; *p<0.05, **p<0.01. 

Table 6. Influence of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smetic purchasing decision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Korean 
cosmetics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Quality 0.209 0.075 0.219 2.78*

5.57 0.16

Design -0.049 0.075 -0.054 -0.65

Price -0.007 0.076 -0.008 -0.095

Brand 0.129 0.058 0.194 2.23*

Usage information 0.175 0.063 0.220 2.77**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 t, t-value; F, F-value; R2,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Table 5. Influence of determinants of cosmetic purchase decision factor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on 
satisfaction with Korean cosmetics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Quality 0.233 0.096 0.200  2.42*

7.81 0.21

Design  -0.046 0.067  -0.060 -0.68

Price 0.102 0.074 0.109 1.37

Brand  -0.058  0.061 -0.078  -0.93

Usage information 0.329  0.083 0.328   3.95***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 t, t-value; F, F-value; R2,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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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Lee (2013)는 화장품 구매의 결정적인 요소로 모든 

연령에서 제품의 효과(68.4%)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고 Lee 

& Shin (2014)은 20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용하는 구매후기의 특성은 판매촉진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만족도와 

재구매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

였다. 또한 Kim et al. (2015)의 중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한류선호도가 높을수록 한국 화장품 구매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

고 Van & Mo (2014)의 베트남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한

류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

데 대만 여대생들이 화장품 구매 시 브랜드를 고려한 경우 한국화장

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Conclusion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결

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구매결정요인에 따른 한국화장품의 만

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화장품 제품개발 및 소비자 마

케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사용특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

과 대만 여대생 모두 본인이 지각하는 피부타입은 복합성 피부가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은 건성피부(31.3%)가 많은 반면 대만은 

지성피부(20.7%)가 많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같은 연령대라도 국적

에 따라 피부타입에 차이가 날 수 있어 대만에 화장품 수출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장품 구매의 주요 정보원은 한국과 대

만 모두 인터넷•SNS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았고 화장품 구매 장

소의 경우 한국은 로드샵(45.6%), 인터넷 쇼핑몰(25.9%) 순으로, 대

만은 인터넷(32.0%), 로드샵(28.7%) 순으로 많아 젊은 층을 대상으

로 한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구매가 용이하도록 하고 SNS, 유투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구매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

의 품질이 제 1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가격, 브랜드, 사용정

보 5가지 요인이 추출되어 화장품 구매 결정에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화장품 구매 시 한국과 대만 모두 품질과 사용정보를 중

요하게 고려하였으며, 구매결정요인의 평가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

만이 한국보다 디자인과 가격을 더 고려하는 반면 한국이 대만보다 

사용정보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장품의 품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사용자나 뷰티전문가의 사용 후기를 공

유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한국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전체 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품질과 화장품 재구매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여대생이 더 높았다. 

넷째,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이 한국화장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한 결과 화장품 구매 시 한국은 화장품의 품질과 사용정보

를, 대만은 품질, 브랜드, 사용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한 경우 만족도

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화장품 구매 시 한국과 대만 여대생이 제품의 품질과 사용정

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대

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화장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

보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대만과 한국 여대생

의 화장품 구매결정요인과 만족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마

케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조사대상자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확대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조사대

상을 확대하여 연령별 차이를 비교하거나 대만 이외의 다른 교역국

과의 평가 차이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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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이 한국화장품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윤경 

창신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

목적: 한국과 대만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구매결정요인에 따른 한국화장품의 만족도

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화장품 제품개발 및 소비자 마케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한국과 대만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설문지 법에 의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화장품 구

매결정요인, 화장품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화장품 사용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297부가 수집되었고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화장품 구매의 주요 정보원은 한국과 대

만 모두 인터넷•SNS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았고 화장품 구매 장소의 경우 로드샵, 인터넷 쇼핑몰이 많았다. 둘째, 한국과 대만 여

대생의 구매결정요인은 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사용정보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평가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만이 한

국보다 디자인과 가격을 더 고려하는 반면 한국이 대만보다 사용정보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대만 여대생의 

한국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품질과 화장품 재구매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여대생이 더 높았

다. 넷째,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이 한국화장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화장품 구매 시 한국은 화장품의 품질과 사용정

보를, 대만은 품질, 브랜드, 사용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한 경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 화장품 구매 시 한국과 대만 여대생이 제품의 품질과 사용정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

며, 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화장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핵심어: 구매결정요인, 화장품, 만족도, 한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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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和台湾大学生购买化妆品的决定因素对韩国化妆品满意度的影响 
 
吳允京 
昌信大学美容艺术学科，庆尚南道昌原市，韩国

目的: 本研究旨在通过分析二十多岁的韩国和台湾女性大学生化妆品采购决策因素的差异，并根据购买决策因素
了解韩国化妆品满意度之间的关系，为韩国化妆品产品开发和消费者营销提供基础数据。方法: 通过问卷调查收
集的数据是从2019年12月10日至2020年3月20日在韩国和台湾的20岁女性大学生中进行的。调查项目集中在化
妆品购买决策，对化妆品的满意度，调查对象的一般特征以及化妆品使用特征等因素上。使用SPSS 18.0收集并
分析了总共297份问卷。结果: 首先，通过韩国和台湾的Internet和社交网站（SNS）获得了购买化妆品的主要
信息来源。其次，确定了购买决定的五个因素，即质量，设计，价格，品牌和使用信息。第三，韩国和台湾女
大学生对韩国化妆品的满意度高于平均水平，而对质量和化妆品回购项目的满意度只有韩国学生高。第四，购
买化妆品时，韩国学生考虑化妆品的质量和使用信息时满意度较高，而台湾人考虑质量，品牌和使用信息时满
意度较高。结论: 为了提高对韩国化妆品的满意度，必须确保在购买化妆品时，韩国和台湾的女大学生能够准确
识别产品质量和使用信息。另外，台湾学生应制定策略来积极推广化妆品品牌。

关键词: 购买决策因素，化妆品，满意度，韩国，台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