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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brand factor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nationality and a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ulsive buying tendency and repurchase intention of herbal cosmetics by female consumers. The study subjects were 205 Korean and

205 Chinese female consumers who had used Korean herbal cosmetic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o ge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using the SPSS 23.0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Furthermore, the appropriate structural model for the research hypothesis was investigated using the AMOS 21.0 program to develop a

final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brand factors showed a mediating effect between compulsive buying tendency and repurchase

intention.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Chinese female consumers had a stronger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ulsive buying tendency and repurchase intention than Korean female consumers. Moreover, the younger the research subjects, the

stronger the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ulsive buying tendency and brand factors, and the older the research

subjects, the stronger positive effect brand factor had on repurchase inten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for Korean herbal cosmetics companies to lead the Korean and Chinese markets and to further grow and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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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선

택하는 소비심리가 화장품 시장에도 반영되면서 한방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Jo et al., 2018). 이러한 자연주의

열풍과 함께 천연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

면서(Eom & Kim, 2004) 다양한 한방성분을 원료로 하는 화장

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한방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Ryu & Kim, 2007). 또한, 조선 시대 의서에 소개된 처

방을 기초로 개발한 한방성분은 소비자들에게 한방화장품이

의학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Seo et al., 2009).

한방화장품은 기존의 일반화장품에 비해 효능과 안전성에서

많은 장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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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수출 중점 제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Kim &

Lee, 2011).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열풍은 중국 소비자들로 하

여금 한국의 화장법 또는 화장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호

감을 높이면서(Park et al., 2016), 한국의 한방화장품에 대한 요

구와 종류도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켰다(Kong, 2010; Jang et

al., 2017).

한국 한방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제공하는 가격 혜택, 결재 및 배송의 편의, 사은품 증

정, 포인트 적립 등과 같은 판촉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구매행

위 중 충동구매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Ha, 2013; Park & Jeun,

2013; Li & Shon, 2018). 충동적 구매성향이 화장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유행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은

충동적 성향이 높으며(Zhang & Koo, 2018), 충동적 성향이 화

장품의 구매결정요인(Gim, 2020)과 구매의도(Park, 2015; Park,

202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 체면이 매

우 중요한 중국의 여성들은 충동적 구매를 통해 한국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et al., 2017). 한편, 소비자들의

뷰티 및 화장품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차별화된

브랜드에 대한 니즈(Needs)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기업은 자신

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Lee & Choi, 2016).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의 친밀감을

불러일으켜 구매로 연결시키는 강한 마케팅 전략 요소가 되기

도 한다(Jeon & Hwang, 2007). 충동적 구매성향은 화장품의 브

랜드 충성도를 높이며(Park, 2011), 브랜드 요인은 화장품의 구

매의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Kim & Lee, 2009; Cho & Kim,

2011).

브랜드 요인이 구매의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소를 활용한 브랜드 경험은 소비자의 만족도와 충

성도를 높이고(Lee, 2021), 제품을 선택하는 요인과 소비자 만

족도 및 충성도의 관계에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글로벌성,

아이덴티티 등의 요인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 Cho, 2014; Liu et al., 2021; Kim, 2020). 이와 같이 브

랜드는 소비자의 소비결정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주어 고객 충

성도와 직결되어 고객의 행동과 태도를 예측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하게 된다(Jin et al, 2012).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한국 화장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9)의 연구에

서는 한국 소비자가 중국 소비자에 비해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미백화장품에 대한 재구매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Park(2020)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이 중국 여성에

비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 모두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

으며, Zhang(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브랜드

에 대한 태도가 한국화장품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Wan(2020)의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에 비해 유행을 추구할수록 립스틱에 대한 구매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과 중국 소비자 모두 제품의 품질이 화장품 구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으나, 브랜드 요소의 경우 중국 소비

자가 한국 소비자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국 소비자는 한국의 한방화장품에 대해 전통적인 이미지

를 높게 인식하였으며(Chen, 2019), 특히 Wang et al.(2016)은

대다수의 중국 여성들은 한국 여성에 비해 한방화장품에 대하

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한방화장품이 곧 한국화장품이

라는 인식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한국 화장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한방화장품

이 아닌 일반화장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로서 한방화장품의 재구매의도와 브

랜드 요인의 매개효과, 국적 및 연령의 조절효과에 관련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방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방화장

품에 대한 충동적 구매성향과 재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브랜

드 요인의 매개효과와 국적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향후 화장품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방화장품 산

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 나라의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충동적 구매성향

충동구매는 소매환경에서 소비자의 충동적인 행동으로(Dawn

& George, 1990),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문제인식과 정보탐색,

대안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에 대한 자극에 노출되는

것과 동시에 구매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Rook &

Hoch, 1985). 즉, 충동구매는 인지적 평가에 의한 정상적 구매

흐름이 아닌 감정적 평가에 의한 구매행동으로 나타난다(Oh,

2009).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요인은 제품의 가격, 적립금, 할인

권, 상품권, 교환 및 환불 등과 같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마케팅

요인(Jung et al., 2003)을 포함하는 외적요인과, 소비자의 직접

적인 행동결정 요인을 행동의도로 판단하는 계획된 행동이론

을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

론은 소비자가 구매행동에 대해 느끼는 태도, 주변인들을 의식

하는 주관적 규범,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지각

된 행동통제를 포함한다(Shim et al., 2015). Donthu & Garcia

(1999)는 온라인 구매자가 오프라인 구매자들에 비해 더욱 충

동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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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같은 소셜 커머스를 통한 구매는 홍보와 할인에 자극을

받아 충동구매의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Novak et al., 2003).

2. 브랜드 요인

브랜드란 소비자가 느끼는 심상 내지 느낌으로 소비자가 특

정 브랜드와 관련시키는 모든 감정적, 심미적 품질을 말하며

(Dawn & George, 1990), 대상제품에 대한 실제 이미지는 감성,

태도, 연상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Ji, 2013).

소비자의 효과적인 구매를 위해 결정하는 모든 것을 구매결

정 요인이라고 하며(Kim, 2014),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브랜

드에 따라 판매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Zhou & Cho, 2017). 소

비자의 제품관여도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

는 소비자의 친밀감을 불러 일으켜 바로 구매로 연결시키는 매

우 강한 마케팅 전략의 우위요소가 된다(Jeon & Hwang, 2007).

3. 재구매의도

재구매의도는 구매 후 행동으로, 소비자가 과거의 경험을 바

탕으로 미래에도 반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

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Oliver, 1999). 즉, 이미 구입하거나 경

험한 적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재구입하는 의지로서

고객만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하게 나

타난다(Oh, 2008).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한 후 느끼는 감정은 재구매나 추천

과 같은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Kim et al., 2016), 소비

자의 재구매의도는 구매 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평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im, 2008). 재구매의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과 이미지를 통해 기업에 대한 신뢰

를 형성해야하고(Kim & Lee, 2011), 이것을 통해 고객과 장기

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한다(Oliver & Swan, 1989).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여성 소비자의 한방화장품에 대한 충동적 구매성

향과 재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브랜드 요인의 매개효과와 국

적과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선행연구

를 토대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1) 브랜드 요인의 매개효과

물적 서비스 품질과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항공사 브랜드 이

미지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는 정서적

으로 고객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였다(Kim,

2020). 또한 브랜드의 인지도, 품질 및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매개로 하여 고객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Chen et al., 2019), 인지도와 재구매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Kim, 2009). Yu &

Kim(2020)의 연구에서 브랜드 진정성이 인플루언서 공신력,

콘텐츠 진정성과 구매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Park & Park(2017)의 연구에서는 항공산 서비

스 품질과 재이용의도의 영향관계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브랜드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은 소비자와 재구매의도와

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한국 한방화장품의 브랜드 요인은 충동적 구매성향과 재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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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국적의 조절효과

한식당을 선택하는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서는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Lim

& Moon, 2015), 한식 선택 동기, 한식에 대한 이미지와 한식 브

랜드관심도의 관계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Kwon & Lee, 2017). 또한, F1 대회의 마케팅 믹스에 대한

인식과 관람만족, 재관람의사, 구전의도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

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Kwon et al., 2013). 국적은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국적은 한국 한방화장품의 충동적 구매성향과 브랜드 요

인 및 재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령의 조절효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관계에 연

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연령 집단별로 메이

크업, 체형관리, 의복선택 등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ark, 2012). 또한, 실제연령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연

령의 차이가 적을수록 화장품 광고의 감성적 소구 메시지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연령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Ko & Lee, 2017). 연령은 외모 및 화장품 소비와 같은

연구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연령은 한국 한방화장품의 충동적 구매성향과 브랜드 요

인 및 재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용은 크게 4개의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을 포함하는 일반적 특성과 충동적 구매성향 3문항(Thao

& Lee, 2014), 브랜드 요인 9문항(Kang & Sin, 2006), 재구매의

도 4문항(Kim, 2012)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설문지의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

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설정하

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1.0을 이용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충동적 구매성향, 브랜드 요인, 재구매의도의 인과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변수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충동적 구매성향과 재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브랜드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부트스트

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충동적 구매성향과 재구매의도 간의 관계에서 국적

과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

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방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예비조사는 2019년 5월 11일

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 23부가 실시되었고,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구성과 응답이 모호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06월 26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온라인 및 대면조사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

수된 540부의 설문지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30부를 제

외하고 한국인 여성 소비자 205명, 중국인 여성 소비자 205명

총 41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는 410명으로 한국인 205명(50%)과 중국인 205명

(50%)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가 총 212명(51.7%)으로 한국인 93명

(45.4%), 중국인 119명(58.0%)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총

207명(50.5%)으로 한국인 100명(48.8%), 중국인 107명(52.2%),

학력은 2년제 대졸 이하가 총 202명(49.3%)으로 가장 많았으

며 한국인 102명(49.8%), 중국인 100명(48.8%)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총 91명(22.2%)으로 한국인 93명(45.4%), 중국인 119명

(58.0%)이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증

수집한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별 변인의 측정치들의 정상분포 가정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인들의 절대 값에 대한 왜도와

첨도가 3과 7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왜도는 -0.440~0.282, 첨도

는 –0.974~-0.394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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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의 적합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 방식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동적 구매성향, 브랜드 요인, 재구매의도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409.963(p<0.001), CFI=0.921, TLI=0.906,

RMSEA=0.086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Fig. 2) 충동적 구매성향, 브랜드

요인, 재구매의도의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410)

Classification
Total Frequency Korean Chinese

N(%) N(%) N(%)

Age

Under 30 212(51.7) 93(45.4) 119(58.0)

30s 70(17.1) 35(17.1) 35(17.1)

Over 39 128(31.2) 77(36.5) 51(24.9)

Marital Status
Unmarried 203(49.5) 105(51.2) 98(47.8)

Married 207(50.5) 100(48.8) 107(52.2)

Level of 
education

Two-year college or lower 202(49.3) 102(49.8) 100(48.8)

Four-year university 158(38.5) 79(38.5) 79(38.5)

Graduate school or higher 50(12.2) 24(11.7) 26(12.7)

Occupation

Student 91(22.2) 61(29.8) 30(14.6)

Housewife 50(12.2) 41(20.0) 9(4.4)

Office job 85(20.7) 51(24.9) 34(16.6)

Professional job 79(19.3) 29(14.1) 5(24.4)

Self-employment 32(7.8) 5(2.4) 27(13.2)

Others 73(17.8) 18(8.8) 55(26.8)

Total 410(100) 205(50) 205(5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of major variables

(N=410)

Factors M SD Skewness Kurtosis

Compulsive 
Buying Tendency

Compulsive Buying Tendency1 2.94 1.276 -.084 -.988

Compulsive Buying Tendency2 2.65 1.294 .282 -.974

Compulsive Buying Tendency3 3.26 1.255 -.349 -.882

Brand Factor

Brand Factor1 2.94 1.174 .209 -.831

Brand Factor2 2.90 1.242 .145 -.951

Brand Factor3 3.29 1.219 -.288 -.833

Brand Factor4 3.17 1.257 -.160 -.949

Brand Factor5 3.02 1.334 -.036 -1.154

Brand Factor6 3.06 1.356 -.003 -1.189

Brand Factor7 3.24 1.220 -.187 -.861

Brand Factor8 3.33 1.230 -.323 -.794

Brand Factor9 3.23 1.240 -.154 -.926

Repurchase 
Intention

Repurchase Intention1 3.12 1.166 -.081 -.592

Repurchase Intention2 3.30 1.162 -.308 -.584

Repurchase Intention3 3.16 1.194 -.300 -.645

Repurchase Intention4 3.38 1.147 -.440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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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Cronbach’s α는 0.816~0.909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척도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R.(Construct Reliability:

개념신뢰도)과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를 계산한 결과 모든 요인의 C.R.은 기준치인 0.70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AVE도 기준치인 0.50보다 높아 사용된 측정항목들

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4.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측정항목 요인들 사이의 판별타당성의 충족 정도와 요인간

의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충동적 구매성향과 브랜드 요인, 재구매의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각 요인간의 상관계수

가 1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Table 3.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t-value C.R. AVE Cronbach’s α

Compulsive

Buying 
Tendency

→ Compulsive Buying Tendency1 1.000 .781

.822 .607 .816→ Compulsive Buying Tendency2 1.101 .847 .067 16.395***

→ Compulsive Buying Tendency3 .886 .703 .064 13.916***

Brand 
Factor

→ Brand Factor1 1.000 .742

.909 .528 .909

→ Brand Factor2 1.080 .758 .071 15.311***

→ Brand Factor3 1.099 .785 .069 15.917***

→ Brand Factor4 1.098 .761 .071 15.384***

→ Brand Factor5 1.121 .732 .076 14.763***

→ Brand Factor6 1.071 .688 .078 13.805***

→ Brand Factor7 .979 .699 .070 14.032***

→ Brand Factor8 .974 .690 .070 13.851***

→ Brand Factor9 .959 .674 .071 13.500***

Repurchase 
Intention

→ Repurchase Intention1 1.000 .833

.900 .693 .900
→ Repurchase Intention2 .946 .791 .051 18.507***

→ Repurchase Intention3 1.066 .868 .050 21.202***

→ Repurchase Intention4 .987 .836 .049 20.082***

Fit Statistics : CMIN=409.963, p=.000, TLI=.906, CFI=.921, RMSEA=.086

***p<.001

Fig. 2.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model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s and discrimination validity test

no Classification 1 2 3 AVE

1 Compulsive Buying Tendency(ρ²) 1 .607

2 Brand Factor(ρ²) .457(.209)** 1 .528

3 Repurchase Intention(ρ²) .660(.436)** .567(.321)** 1 .69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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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값은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모든 변수는 판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브랜드 요인의 매개효과

연구모델의 총 효과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 통계적 유의성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충동적

구매성향(β=0.585, p<.001)은 브랜드 요인(β=0.168, p<.01)을

거쳐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적 구매성향은 직접적으로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뿐 아니라 브랜드 요인에도 영향을 미쳐 한방화장품의 재

구매의도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동적 구매성향이 화장품의 브랜드 충성도

를 높이고(Park, 2011),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충동적 구매성향

이 브랜드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구매와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Moon & Moon, 2016). 또한, 명

품 복제품에 대한 태도는 브랜드 애착을 매개로 하여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et al., 2007), 항

공사가 제공하는 유·무형 서비스, 인적 서비스와 항공사 재이

용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Park & Park, 2017).

6. 국적의 조절효과

1) 집단별 측정동일성 검증

한국과 중국 여성의 충동적 구매성향과 브랜드 요인, 재구매

의도의 관계에서 국적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한국인

(n=205)’와 ‘중국인(n=205)’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인 집단과 중국인 집단이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

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초기 모형 적

합도는 χ2=628.126, p=0.000, TLI=0.867, CFI=0.888, RMSEA=

0.072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수정

지표(Modification indices; M.I)와 모수변화(Parameter change;

Par change)를 통해 변수 간의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였다. 비제

약모형의 최종 모형적합도는 χ2=497.100, p=0.000, TLI=0.901,

CFI=0.920, RMSEA=0.062로 집단 간 형태동일성은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1의 χ2 검정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은 모형형태뿐 아니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요인계수의 측

정동일성이 확보되어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진행하는 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2-4는

χ2 검정 결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다중집단분석 결과 Table 7과 같이 한국인 집단의 충동적 구

매성향은 브랜드 요인(β=-0.203, p<0.05)에 부()적인 영향을,

재구매의도(β=0.623, p<0.001)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요인은 재구매의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집단의 충동적 구매성향은 브랜드 요인(β=0.734, p<

0.001), 재구매의도(β=0.396, p<0.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요인은 재구매의도(β=0.529, p<

0.001)네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성

소비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CR Dif. 값이 ±1.965 이상)가 나타나는 경로는 각각

충동적 구매성향에서 브랜드 요인(CR Dif.=9.377), 브랜드 요인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mpulsive Buying Tendency → Brand Factors .526(.000)*** - .526

Compulsive Buying Tendency → Repurchase Intention .585(.000)*** .168(.001)** .753

Brand Factor → Repurchase Intention .320(.000)*** - .320

Fit Statistics : CMIN=409.963, p=.000, TLI=.906, CFI=.921, RMSEA=.086

**p<.01, ***p<.001

Table 6. Adequacy test of the study model by nationality group

Model χ2 df TLI CFI RMSEA Δχ2 Δdf p

Unconstrained 497.100 194 .901 .920 .062

Measurement weights 518.707 207 .905 .918 .061 21.607 13 .062

Model3 669.126 200 .852 .877 .076 172.026 6 .000

Structural covariances 795.623 229 .844 .851 .078 298.523 35 .000

Measurement residuals 868.127 245 .839 .836 .079 371.027 5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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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구매의도(CR Dif.=4.702)의 2개의 경로로 확인되었다.

먼저, 충동적 구매성향에서 브랜드 요인의 경로는 한국인과

중국인 여성 소비자 모두 유의한 경로로 채택되었고,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비교한 다중집단 분석 결과에서 중국인 여

성 소비자(β=.734, p<.001)가 한국인 여성 소비자(β=-.203, p<.05)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한방화장품에 대한 중국인 여성 소비자가 한국

인 여성 소비자보다 충동적 구매성향이 높으면 브랜드 요인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 여성 소비자의 의류제품 구매행동을

비교한 Choi(2011)의 연구에서 중국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보

다 타인이나 광고 및 판촉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충동적인

제품구매와 자기과시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하며, 중국관광객의 충동적 소비성향이 명품구매태

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뒷받침 한다(Xin,

2016).

둘째, 브랜드 요인에서 재구매의도의 경로는 중국인 여성 소

비자에서 유의한 경로로 채택되었고, 한국인 여성소비자에서

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비교한 다

중집단 분석 결과에서 중국인 여성 소비자(β=.529, p<.001)가

한국인 여성 소비자(β=.006, p<.00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한방화장품

에 대해 중국인 여성 소비자가 한국인 여성 소비자보다 브랜드

요인이 높으면 재구매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인의 경우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높은

호기심이 구매와 연결된다는 결과를 지지하며(Park, 2020), 한

국과 중국의 미백화장품 구매와 브랜드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보다 중국이 매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Kim, 2009). 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Kim, 2018), 중국 소비자들의 외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재구매의도 및 추천의도에도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고(Xu et al., 2015), 중국 여성

소비자가 한국 여성 소비자에 비해 한방화장품에 대한 재구매

Table 7. Results of path analysis of multi-group according to education levels

Hypothesis Path
Korean Chinese

CR Dif. Result
B β S.E. B β S.E.

H2-1
Compulsive Buying Tendency

→Brand Factor
-.146* -.203 .067 .809*** .734 .092 8.377*** adopt

H2-2
Compulsive Buying Tendency

→Repurchase Intention
.499*** .623 .086 .483*** .396 .097 -0.126 reject

H2-3
Brand Factor

→Repurchase Intention
.006 .006 .087 .586*** .529 .087 4.702*** adopt

*p<.05 ***p<.001

Fig. 3. Results of path analysis of multi-group according to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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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더 높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7. 연령의 조절효과

1) 집단별 측정동일성 검증

한국과 중국 여성의 충동적 구매성향과 브랜드 요인, 재구매

의도의 관계에서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Jung &

Khang(2014)과 Chung & Kim(2017)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9세 이하의 저연령(n=212), 30대의 중연령(n=70), 40세 이상의

고연령(n=128)으로 구분하였다.

저연령, 중연령, 고연령 집단이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초기 모형

적합도는 χ2=785.369, p=0.000, TLI=0.861, CFI=0.883, RMSEA

=0.063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수

정지표(Modification indices; M.I)와 모수변화(Parameter change;

Par change)를 통해 변수 간의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였다. 비제

약모형의 최종 모형적합도는 χ2=673.361, p=0.000, TLI=0.889,

CFI=0.908, RMSEA=0.056으로 집단 간 형태동일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1의 χ2 검정 결

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

단은 모형형태뿐 아니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요인계수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진행하는 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2-4

는 χ2 검정 결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다중집단 경로분석 결과 Table 9와 같이 저연령 집단의 충동

적 구매성향은 브랜드 요인(β=0.667, p<0.05)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구매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며, 브랜드 요인은 재구매의도(β=0.120, p<0.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연령 집단의 충동적 구매성향은 브랜드 요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재구매의도(β=0.352, p<0.01)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요인은 재구매의

도(β=0.49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연령 집단의 충동적 구매성향은 브랜드 요인(β=0.589, p<

Fig. 4. Results of path analysis of multi-group according to Chinese women

Table 8. Adequacy test of the study model by age group

Model χ2 df TLI CFI RMSEA Δχ2 Δdf p

Unconstrained 673.361 297 .889 .908 .056

Measurement weights 712.184 323 .894 .905 .054 38.823 26 .051

Model3 718.985 309 .884 .900 .057 45.624 12 .000

Structural covariances 821.119 367 .892 .890 .055 147.758 70 .000

Measurement residuals 866.468 399 .897 .886 .054 193.107 10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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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과 재구매의도(β=0.627,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요인은 재구매의도(β=0.410,

p<0.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연령과 중연령의 여성

소비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R Dif.>±1.965)가

나타나는 경로는 각각 충동적 구매성향에서 브랜드 요인(CR

Dif.=-2.07), 브랜드 요인에서 재구매의도(CR Dif.=2.269)의 2개

의 경로로 확인되었다.

먼저, 충동적 구매성향에서 브랜드 요인의 경로는 저연령 집

단에서 유의한 경로로 채택되었고, 중연령 집단에서는 유의하

지 않았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비교한 다중집단 분

석 결과에서 저연령 집단(β=.667, p<.001)이 중연령 집단(β=.227,

p=.09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충동적 구매성향이 높으면

브랜드 요인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Jang et al.(2017)의 연구에서 중국인의 한

국화장품 구매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충동적 구매성향이 높

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Shin &

Kim(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품 구매 시 상

표 충성형이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합리성 추구형이 많게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 요인에서 재구매의도의 경로는 저연령 집단과

중연령 집단,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에서 유의한 경로로

채택되었고, 저연령 집단과 중연령 집단 모두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다중집단 분석 결과

Table 9. Results of path analysis of multi-group according to age

Hypothesis Path
Low age Middle age High age CR Dif. Sig.

B β S.E. B β S.E. B β S.E.

H3-1
Compulsive Buying 

Tendency

→Brand Factor

.631 .667*** .088 .261 .227 .156 -2.07* adopt

.631 .667*** .088 .630 .589*** .116 -0.002 reject

.261 .227 .156 .630 .589*** .116 1.905 reject

H3-2
Brand Factor

→Repurchase 
Intention

.137 .120*** .099 .520 .498** .137 2.269* adopt

.137 .120*** .099 .451 .410 .084 2.417* adopt

.520 .498** .137 .451 .410 .084 -0.433 reject

H3-3

Compulsive Buying 
Tendency

→Repurchase 
Intention

.765 .709 .115 .423 .352*** .150 -1.813 reject

.765 .709 .115 .738 .627*** .114 -0.169 reject

.423 .352*** .150 .738 .627*** .114 1.674 reject

**p<.01, ***p<.001
*CR Dif.>±1.96

Fig. 5. Results of path analysis of multi-group according to low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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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저연령 집단(β=.120, p<.001)보다 중연령 집단(β=.498,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 모두 유의한 경로

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비교한 다중집단

분석 결과에서 저연령 집단(β=.120, p<.001)보다 고연령 집단

(β=.41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브랜드 요인이 높으면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 Lee(2011)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

수록 브랜드 선호가 높아지는 결과와 일치하며, Park & Park

(2012)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브랜드 지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추구하

여 존재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성향이 있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브랜드 명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설명

해준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한방화장품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여성 소비

자의 충동적 구매성향과 재구매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요인

의 매개효과와 국적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

Fig. 6. Results of path analysis of multi-group according to middle age

Fig. 7. Results of path analysis of multi-group according to hig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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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화장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요인은 충동적 구매성향과 재구매의도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적 구매

성향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 요인을 매개로 하

는 경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방화

장품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적 구매성향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해야 할 것이며, 이러

한 과정은 한방화장품의 구매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국적에 따른 충동적 구매성향과 브랜드 요인의 관계에

서 국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 소비자 집단이 한국

소비자 집단에 비해 충동적 구매성향이 높을수록 브랜드 요인

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충동적 구매성향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다는 점에 착안하

여 중국 소비자의 충동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광

고 및 판촉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브랜드 요인과 재구매의도의 관계에서 국적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 여성 소비자 집단이 한국 여성 소비자

집단에 비해 브랜드 요인이 높을수록 재구매의도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방화장품의 세계

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지해야 한다.

넷째, 충동적 구매성향과 브랜드 요인의 관계에서 연령에 따

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연령 집단이 중연령 집단에 비해 충

동적 구매성향이 높을수록 브랜드 요인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방화장품은 높은 연령이 사용

한다는 이미지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한

방화장품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동적 소비성향을 보이는 저연령

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구

되며, 동시에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제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브랜드 요인과 재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저연령 집단

보다 중연령 집단이, 저연령 집단보다 고연령 집단이 통계적으

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연령에서

브랜드 요인이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연령일수록 브랜드 가치와

고급화를 추구하는 한방화장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구매를

유도해야 하는 마케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 소비자의 한방화장품에

대한 충동적 구매성향과 재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브랜드 요

인이 매개효과를 가지며, 국적 및 연령의 조절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점차 다변

화되는 상황에서 충동적 구매성향을 보이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브랜드가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은 일회성 소비행동 뿐

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속 행동인 재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한국 한방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한,

20~30대 초반의 비교적 연령이 낮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한

방화장품은 높은 연령이 사용한다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차

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방

화장품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충동

적 구매성향을 더욱 자극하여 한방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가치

와 인식을 높여 재구매로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한방화장품에 관한 연구가 한방화

장품의 사용 유무와 상관없는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비해 한방화장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

소비자와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구매

성향과 재구매의도의 관계에서 브랜드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고, 국적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한방화장품 발전

을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여성들의 화장품 구매행동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색조화장

품 구매 위주에서 코로나 발생 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색조

화장품의 사용이 줄어들고 피부 트러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화장품 구매행동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

나 시대에도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K-Beauty’의 위상을 지닌

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의 고급 브랜드

화를 목표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방화장품은 비교적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

로 3D 인공피부모델 활용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안

전성 효능 평가 연구가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의 서울과 중국의 북경에

거주하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선정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는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매성향

과 구매결정요인으로 한정시켜 연구를 하였으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재구매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측정 도구의 개발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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