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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number of technology users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 use. Users build their social networks online by sharing and connecting their lives and interests with others through platforms

provided by social media. In the beauty industry, various social mediamarketing activiti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beauty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the motivation for use among college students who have the most access to and use

of social media. The method of study was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located in Jeonnam, and 382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independently answered by them to be analyzed and used in this study.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study areas follows.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and beauty management behavior, skin

management behavior of beauty management behavior was positively related in the order of functional, social, and self-expression

motiva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functional motivation of social media, the higher the level of skin care behavior. Upon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on beauty management behavior, it was found that onlythe

functional motivation of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kin management behavior. A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on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revealed that self-expression

motivation and social motivation of social media usage motiv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research of university students that can lead the beauty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beauty industry can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beauty product sales and beauty information contents using social

media targeting the students.

Keywords: Beauty management behavior,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College students, Motivation to use social media, Skin

care behavior

I. 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셜미

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플랫

폼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과 관심사를 다른 이용자와 손쉽게 공

유할 수 있으며(Jeon, 2016),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하는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오늘

날 기업과 소비자에 있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마케

팅 도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Yoo, 2018). 이러한 현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직접 참여 및 생산 하는 능동적

인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기업의 마케팅을 구현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구하고 있다(Jeong, 2018). 

현대인들은 개인의 가치와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이미지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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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이며 개성 있는 즉,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 향상과 개성을 표현하려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를 놓치지 않고 각 분야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Cha, 2018). 특히 여러 산업 분야 중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선도

하는 뷰티산업 분야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상품 판매를 위한 마

케팅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뷰티시장의 성장

과 함께 전 세계 40억 소비자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하고 있

다(Cho, 2019). 예로 들어, 뷰티파워블로거의 닉네임을 딴 콜라

보레이션 제품이 출시되기도 하였으며(Shin, 2015), 뷰티크리에

이터는 유튜브에서 100만 명이 훌쩍 넘는 구독자를 이끄는가

하면(News articles, 2017), 화장품 브랜드와 이름을 내걸고 콜라

보레이션 제품을 론칭하기도 한다. News 1(2020)기사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는 미샤 퍼펙트핏 래디언스 파운데이션 모델

로 유튜브에서 화장품을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제품으로 소개

를 하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니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메이

크업 브랜드를 선보였으며, 포니는 미미박스와 함께 색조 브랜

드 ‘포니이펙트’를 출시하여 국내를 비롯한 중국에서도 ‘K뷰티’

를 알리고 있다. Beauty Nuri article(2019)에 따르면 이니스프리

는 2개의 공식계정을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인 브랜드 노출을 지

양하고 브랜드 이미지 전달 역할에 충실한 계정과 상품 위주로

노출하는 전형적인 화장품 브랜드 상품 판매형 계정을 구분함

으로써 인스타그램 활용이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또한

차홍아르더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SNS 댓글에 피드백해주는 시

스템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뷰티산업에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업체의 좋은 이

미지와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전략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Lee, 2013). 

그러나, 뷰티산업 전반에 걸쳐 소셜미디어의 활용 가치는 우

수하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제공되는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는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Jeong, 2019).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뷰티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컨텐츠 영상을 찾아보며, 심지어 제

품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공유·확산하는 과정으로 활용

되고 있다. 이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가 반영

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아름다워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그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

한 과정이라 볼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사회가 요구

하는 개인 이미지 향상 및 이상적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과거

보다 훨씬 다양한 뷰티관리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

정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소셜미디어와 관련하여 뷰티관리행동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은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Kim, 2019). 

뷰티관리행동이란 외모를 가꾸고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헤어스타일링, 피부관리, 손·발톱 관리, 화장행동 등을 말한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뷰티산업 또한 점점 세분화되어 피부,

헤어, 네일, 메이크업, 반영구 등 전문적인 분야로 성장하고 있

다(Hwang, 2019). 이에 따라, 그와 관련한 뷰티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의 증가세에 힘입어 뷰티분야의 흐름도 크게 영향을 받

고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발맞

춰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뷰티산

업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6)보고에 의하면 소셜미디어와 인

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은 10∼20대로 나타났다. 이처

럼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

으며, 그 사용 시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행에 민감하

고 외모에 대해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뷰티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품 홍보 및 구매와 관련해

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

들이 뷰티시장의 주체적인 고객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이렇듯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현시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따른 뷰티관리행동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뷰티상품 마케팅 전략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소셜미디어란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공유, 개인의 참여, 정보

의 축적이 가능한 도구이다(Yoo, 2018). 또한 사람들의 의견,

생각, 태도,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을 말하

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취한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7)은 소셜미디어가 웹 기

반의 대화형 미디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여

러 형태의 콘텐츠가 수많은 이용자들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

는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하므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

니티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Kim, 2020).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로는 블로그(blog), 위키(Wiki), UCC, 마이크로블

로그(Micro-Blog),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으로 분류된다(Kim, 2010).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미디어로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SNS 이용률의 9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주요 이용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는 페이스북(30.5%), 유튜브(25.5%), 인스타그램(20.4%), 카카

오스토리(12.3%), 밴드(7.3%), 트위터(3.6%) 순으로 나타났다

(Kim, 2020). 또한 Kookmin Ilbo Internet article(2018)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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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률은 81.6%로, 국내 인구 대다수가 소셜미디어를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는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시켜 이용자

가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형성하고 유통시키는 미디어로 발전

하였으며, 더불어 산업이 발달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

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또한 동반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소셜미

디어를 바탕으로 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Jeong, 2019). SNS는 사용

자가 정보를 직접 생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공

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재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에 비해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Shin, 2015).

또한, 가상공간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즉각적인 피드백이라

는 즐거움을 통해 중독성을 높인다(Lim, 2014). 예를 들어, 인

스타그램은 언어보다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간편하

게 시각적 재미를 즐길 수 있고 일상적인 컨텐츠 활용이 많으

므로, 젊은 이용자들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ark,

2016).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이용확산

과 파급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며 사용자들의 정보의 양, 다양성

과 신속성 부분에서 과거에 그 어떤 매체도 경험하지 못한 막

강한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Seo, 2018). 소셜미디어 사용자

들은 개인의 일상 기록이나 지인과의 교류보다는 트렌드나 유

행을 파악하는 등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며, 실

질적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Kim, 2018). 또한 뷰티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뷰티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소셜미디어의 사용량의 급증과 함께

뷰티서비스 분야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고객 창출과 수

익을 만들어내는 홍보도 활발한 추세이다(Kim, 2018).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뷰티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

헤어샵’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카카오톡을 통해 헤어샵의 예약

을 하는 시스템이다. 샵으로 전화를 해서 디자이너의 스케쥴을

알아보지 않아도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고 사전에 가

격을 확인하거나 비교할 수 있으며 미리 결제도 가능해 안정적

이고 편리하다(Lee, 2018). 또한 화장품 앱 중 가장 유명한 ‘화

해’ 어플이 있다. Naver News(2020)에 따르면 화장품 정보 플

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대표는 사용자들이 ‘화해’에서 나에게

꼭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전면 개편했

다고 밝혔다. 브랜드, 제품, 성분별 즐겨찾기, 내 리뷰 등 제품

관련 개인화된 정보와 내 피부타입 및 고민 등 홈 화면에서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배치했으며, 화장품은 물론 보다 폭넓

은 뷰티콘텐츠의 핵심 채널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사용이 편리하고 정보를 얻기 쉬우며, 즉각

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며, 이러한

대처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었을 때 브랜드의 신뢰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비

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며, 특히 마케팅 홍보 및 상품 판매, 고객 관리 등의 분석은

뷰티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만큼 사용자들의

이용목적 즉, 이용동기에 따라 그 이용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

식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Lim, 2015).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5)의 자료에 의하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있어서 또는 스트레스 해소가

46.3%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이용 시간이 길어

질수록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타인들의 피드백에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며 자신을 표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기 확인적 동기’로 인해 SNS 이용몰

입에 빠져들게 된다고 밝혔다(Lim, 2014). 소셜미디어 이용동

기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i(2012)은 SNS 만족감

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

회적 이용동기, 기능적 이용 동기, 유희적 이용동기, 심리적 이

용동기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Na(2010)는 타인과의 커

뮤니케이션, 관계형성의 유용성, 정보성 오프라인과의 관련성,

이용의 용이성 이렇게 5가지 요인이 SNS 만족감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Jeong(2018), Kim(2017),

Lee(2013)의 연구에서 이용된 자기표현동기, 사회적동기, 정보

기능적동기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자기표현동기란 자기(self), 혹은 자아(ego)에 대한 탐색으로

부터 비롯되며,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

이션 유형 중의 하나이다. 즉,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

는 스스로의 행동을 의미한다. Shin(2015)은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표현동기를 갖는다고 하였다. 자기

표현을 자기표현행동 또는 자기표현반응이라 하고, 자신의 생

각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상호작용적 행동으로 정의

한다. 또한 자기표현행동은 사회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며 다른 사람의 안녕을 고려한 바람직한 행동일

수 있다(Jeong, 2018). Choi(2012)의 연구에서 자기표현동기란

자신감을 획득하고, 나를 타인에게 알리며 나의 일상을 기록하

고 자아를 성찰하는 자기표현의 이용동기로 확인하였고, 자기

표현동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언

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손쉽게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

다(Choi, 2012). 

사회적동기란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목적으로 사람

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욕구라고 정의한다. 또한 사회

적동기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친목 및 대화 등을 추구하는

동기이다(Kim, 2012). 이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의 구

축과 형성, 심리적 안녕감 추구, 사회적 정체성의 확보 등과 같

은 동기들이 이러한 사회적동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Lee,

2013). Yoon(2009)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사회관계적 의미

와 공유는 메시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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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의 상호작용자체가 흥밋거리가 된다

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타인 및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서 관심, 애정 등의 소속감이 나타나게 되어 쇼핑의 상황이 주

어졌을 때, 준거집단과 유사한 행동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

는 것이 사회적동기라 하였다(Jeong, 2018). 

정보기능적동기란 정보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가상커뮤니티

에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온라인상으로 사

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문제해결, 아이디어의 획득, 상품과

관련하여 타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이미 확정된 상품의 구

매나 의사결정의 검증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과업을 해결하는 수

단적 가치를 추가하여 마케팅적 관점에서 목적적 가치라고 정

의하였다(Lee, 2013). 또한 정보기능적동기는 최신의 정보 및

필요한 정보, 유익한 정보 등을 얻으려는 동기이다(Kim, 2012).

2. 뷰티관리행동 

뷰티관리행동이란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으

로 타인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

관리, 메이크업, 성형관리 등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통하여 이

미지를 만들어가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Kim, 2019). 특히, 스

마트폰 발달로 인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

셜미디어의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뷰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이상화된 미의 기준을 더 내면화로 표

출한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 뷰티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

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외모를 인정받고 싶은 젊은 세대들은

피부와 체형을 건강한 상태로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뷰티관

리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Lee, 2017). 최근에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개인방송,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활동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이용자들의 강

한 욕구를 표출하며 외모 관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Park,

2018).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은 미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로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개성이 강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변화에 빠르게 대

처하고 적응하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뷰티관리행동을 나타낸

다(Lee, 2016). 이러한 뷰티관리행동은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

서 약간씩 유형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체형관리, 의복,

피부관리, 성형수술, 화장 등으로 나타난다(Lee, 2017). 헬스나

요가, 피트니스 등을 통해 건강함과 체력을 유지하여, 체형적

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뛰

어난 패션 감각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인관계

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돋보이는 얼굴과

몸매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도 한다(Lee, 2014). 이처럼 현대

인들은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더 나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

속적으로 뷰티관리행동을 한다.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

미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로서 ‘외모’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뷰티관리행동을 통해 이상적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Hwang, 2019). 이렇듯 현

대사회에서 뷰티관리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호감을

나타내도록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급변

하는 현대 산업에서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대학생들의

뷰티관리행동에 대한 파악은 미용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뷰티관

리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피부관리행동과 체형관리행

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피부관리행동은 일반적관리행동(화장품사용, 생활습관), 전

문적관리행동(전문적관리)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관리행동의 화장품사용은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오래된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클렌징제품은 피부

상태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일반적관리행

동의 생활습관은 피부관리를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

적인 식생활 및 운동,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습관적인 피부관리행동을 의미한다. 피부관

리행동에서 전문적관리행동의 전문적관리는 고가의 비용을 투

자하여 메디컬기기관리,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고, 병원을 방

문하여 점이나 잡티 제거 등을 하는 관리행동을 말한다. 

체형관리행동은 일반적관리행동(생활습관), 전문적관리행동

(전문적관리)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관리행동

의 생활습관은 체중감소나 건강한 몸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

등산, 식습관 조절, 식이요법을 통해 관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체형관리행동에서 전문적관리행동의 전문적관리는 한의원, 병

원 등을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 제품 복용, 체

형보정을 위한 기능성 속옷 착용 등을 통해 관리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이러한 피부관리행동과 체형관리행동에 관심이 많

은 대학생들에게 화장품사용, 생활습관, 전문적관리 등의 뷰티

관리행동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궁극적으

로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on, 2018).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생들의 피부관리행동과 체형관리행동을

알아보는 것은 급변하는 뷰티산업의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따른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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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상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셜미디어 이용동

기, 뷰티관리행동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

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따른 뷰티관리행

동을 살펴보기 위해 전남 소재 D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계열별로 임의표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 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총 400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으로 표기한 설문지를 제

외하고 382부의 설문을 통계 처리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는 기존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설문지

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질문지 형식으로 구성하여 소셜미디

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동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변인에 대한 측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이며 측정도구는 Jeong

(2018), Kim(2017) 및 Lee(2013)의 설문항목을 본 연구에 알맞

게 수정하여 자기표현동기, 사회적동기, 정보기능적동기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4문항, 자기표현동

기 4문항, 사회적동기 4문항, 정보기능적동기 4문항으로 총 16

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뷰티관리행동으로 측정도구는 Kang(2017), Son

(2018)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뷰티관리행동의 하위요인으로는 피

부관리 20문항의 3가지, 체형관리 7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

로 총 27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고,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동의 신뢰도는 Cronbach’s

a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

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범위 검정(Scheffe'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하여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

였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뷰

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6.4%, ‘여자’가 63.6%이었고, 학년은 ‘1학년’

이 31.9%, ‘2학년’이 25.7%, ‘3학년’이 23.3%, ‘4학년’이 19.1%

이었다. 전공계열은 ‘간호·보건복지계열’이 33.0%로 가장 많았

고, ‘예체능계열’은 28.8%, ‘이공계열’은 22.5%, ‘인문·사회계

열’은 15.7%이었으며, 한달 용돈은 ‘50만원 이상’이 25.9%,

‘30-39만원’이 25.1%, ‘40-49만원’이 20.2%, ‘20-29만원’이

18.6%, ‘19만원 이하’가 10.2%순이었다. 월 평균 피부 및 체형

관리 지출비용은 ‘5만원 미만’이 70.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Sortation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n 139 36.4

Woman 243 63.6

School year

first grader 122 31.9

the second grade 98 25.7

the third year 89 23.3

the fourth year 73 19.1

Major field

Science and engineering 86 22.5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0 15.7

Nursing, health and welfare 126 33.0

Arts and physical education 110 28.8

Monthly 
allowance

190,000 won or less 39 10.2

It's less than 200,000 to 

290,000 won
71 18.6

300,000 won to 390,000 won 96 25.1

400,000-490,000 won 77 20.2

More than 500,000 won 99 25.9

Average 

monthly skin 
and body 

shape care 
expenses

Less than 50,000 won. 271 70.9

Less than 5 to 100,000 won 80 20.9

Over 100,000 won. 31 8.1

the entire 3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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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원 미만’은 20.9%로 조사되었다.

2.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전체의 평균은 2.99로, ‘정보기능적동기’

(M=3.42), ‘사회적동기’(M=3.14), ‘자기표현동기’(M=2.40) 순

으로 평균이 높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로는 정보기능적 동기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3. 뷰티관리행동

뷰티관리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피부관리

행동 전체의 평균은 2.88로, ‘생활습관’(M=3.24), ‘화장품사용’

(M=3.20), ‘전문적관리’(M=2.26)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체형

관리행동 전체의 평균은 2.32로, ‘생활습관’(M=2.71), ‘전문적

관리’(M=1.79)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4.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동과의 상

관관계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뷰티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 과 같다. 뷰티관리행동의 피부관리행동은 소

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r=.321, p<.001), 사회적

동기(r=.271, p<.001), 자기표현동기(r=.249, p<.001) 순으로 정

의 상관이 높았고, 하위요인인 화장품사용, 생활습관, 전문적관

리는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와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관리행동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r=

.206, p<.001)와만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었고, 사회적동기,

정보기능적동기와의 상관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

았다. 하위요인인 생활습관은 자기표현동기, 정보기능적동기

와만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었으며, 전문적관리는 소셜미디

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와만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피부관리행동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

적동기와 상관이 높았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

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 관리향상을 위해 피부관리행동

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2019)의 연구에서 SNS 뷰

티 정보 이용특성의 하위요인 중 정보유용, 정보확산이 외모관

리동기, 화장행동의 요인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정보기능적동기가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이 높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 또한 체형관리행동은 소셜미

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와만 유의미한 정의 상관이 있

었다. 체형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생활습관은 자기표현동기,

정보기능적동기와만 정의 상관이 있었다. 

이로써 대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등에 이미지 업로드를 위해

체중을 감소시키고 헬스, 에어로빅, 크로스핏 등을 통해 체형

관리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만족이 신체매력 요

인 및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Son

(2018)의 연구는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체형관리행동이 높

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5.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뷰티관리행동에 미

치는 영향

1)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피부관리행동에 미치

는 영향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피부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0.120으로 전체 변동의 12.0%로 회귀모형을 설명R
2

Table 3. Beauty management behavior

Sor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Beauty management 
behavior

Skin care behavior

Using cosmetics 3.20 .92

Lifestyle 3.24 .84

Professional management 2.26 .85

Skin care behavior 2.88 .77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Lifestyle 2.71 1.02

Professional management 1.79 .87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2.32 .83

Table 2.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ort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elf-expression motivation 2.40 1.00

Social motivation 3.14 .93

Information functional 

motivation
3.42 .69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2.9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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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

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

(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

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

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F=17.137, p<.001), 소

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251, p<.001)만 피부

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Gil(2019)의 연구를 살펴보면, 피부미용 관련

SNS 정보특성이 소비자태도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소셜미디어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

가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튜

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쇼핑몰 정보를 통해 화장

품을 구매하고 피부관리 지식습득 방법을 검색하고 활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뷰티관련 정보를 통해 각질 제거, 세

안 방법, 마사지, 마스크 팩 사용 등 생활 습관에 피부관리를 위

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

셜미디어 이용동기의 하위요인인 정보기능적동기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 피부관리를 통한 자기표현의 방식 또한 적극적일

것이라 사료 된다. 뿐만 아니라, Kim(2016)의 연구에서는 SNS

에서 제공되는 뷰티정보를 대체로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ocial media motivation and beauty management behavior

Sortation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kin care behavior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Self-

expression
Social Functional

the 

entire
Use Lifestyle

Professional 

management

the 

entire
Lifestyle

Professional 

management

the 

entire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elf-

expression 
motivation

1

Social 
motivation

.661*** 1

Information 
functional 
motivation

.417*** .636*** 1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855*** .911*** .761*** 1

Beauty 
management 

behavior

Skin care 
behavior

Using 
cosmetics

.210*** .268*** .310*** .302*** 1

Lifestyle .187*** .224*** .318*** .276*** .718*** 1

Professional 

management
.252*** .211*** .222*** .270*** .639*** .563*** 1

Skin care behavior .249*** .271*** .321*** .325*** .923*** .836*** .848*** 1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Lifestyle .164** .078 .106* .139** .271*** .231*** .423*** .357*** 1

Professional 
management

.206*** .046 .058 .130* .236*** .206*** .597*** .401*** .510*** 1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206*** .075 .100 .155** .294*** .253*** .560*** .428*** .924*** .8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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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Effect of social media motivation on skin care behavior

Sortation
Dependent variable : skin care behavior

B Standard error  t p VIF

(Sangsu) 1.616 .189 8.572*** .000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elf-expression motivation .096 .049 .126 1.960 .051 1.775

Social motivation .024 .062 .029 .380 .704 2.462

Information functional motivation .280 .070 .251 4.007*** .000 1.678

R
2 = .120, adj R2 = .113, F = 17.13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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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남으로써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

보기능적동기만 피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

과와 부분 일치한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피부관리행동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가 화장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0.106으로 전체 변동의 10.6%로 회귀모

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

형은 유의하였다(F=14.988, p<.00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234, p<.001)만 화장품 사용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의 정보기

능적동기가 높을수록 화장품 사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가 생활 습관(세안방법, 각질 제거, 개인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0.105로 전체 변동의 10.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

(F=14.714, p<.00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

(=.295, p<.001)만 생활습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의 정보기능적동기가 높을수

록 생활 습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전문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0.080으로 전체

변동의 8.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10.955, p<.001).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200, p<.01), 정보기능적

동기(=.148, p<.05) 순으로 전문적관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의 자기표현동기

와 정보기능적동기가 높을수록 전문적관리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자

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피부관리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올바른 세안 방법, 각질 제거, 모델링 팩 사용

등을 통한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201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후에 화장품 브랜드 SNS와 자신에게 맞

는 맞춤형 제품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필요

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관리를 위한 화장품

구매 및 사용 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가 높

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나를 표현하고 과시하려는 욕구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피부관리를 위한 기계를 구매하여 직접 사

용하기도 하며, 메디컬 시술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

로 사료 된다. 

Kang(2017)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인식이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뷰티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가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

의 하위요인인 전문적관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SNS 뷰티콘텐츠의 정보성이 뷰티관리행동에 있어 변인 간의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Cho(2020)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 일치한다.

2)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체형관리행동에 미치

는 영향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체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체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0.054로 전체 변동의 5.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

형은 유의하였다(F=7.198, p<.00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자

기표현동기(=.279, p<.001), 사회적동기(=-.167, p<.05) 순으

로 체형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의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동

기가 낮을수록 체형관리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

인에게 나를 드러내고 개성을 표현하는 자기표현동기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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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social media motivation on sub-factors of skin care behavior

Sortation

Dependent variable : 
Using cosmetics

Dependent variable : 
Lifestyle

Dependent variable :
 Professional management

B  B  B 

(Sangsu) 1.755 1.887 1.264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elf-expression motivation .055 .061 .059 .071 .170 .200**

Social motivation .077 .079 -.009 -.010 -.014 -.015

Information functional motivation .313 .234*** .361 .295*** .184 .148*

R
2 .106 .105 .080

adjR2 .099 .097 .073

F 14.988*** 14.714*** 10.95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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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체형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요가, 헬스, 이

너뷰티 등 체형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스스로 자

신을 관리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Kim(2016)의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의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체형관리행동

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Kim(2017)의 연구에서도 하위요인 중 체형, 몸매관리요인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 즉, 체

형관리행동에 대한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체형관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 우월감을 중요시하는 심리와도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사회적동기가 낮은 사람들 또한 체형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동기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관

계 형성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갖거나 소극적일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타인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체형관리행동보다 네

트워크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 동영상 시청, 다이어트 제품구

매 등을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체형관리행동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가 생활 습관(세안 방법, 각질 제거, 개인위생 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0.034

로 전체 변동의 3.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4.453,

p<.0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201, p<.01)만

생활 습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소셜미디어의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생활 습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전문적관리(화장품 구

입, 기계사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0.058으로 전체 변동의 5.8%로 회귀

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7.826, p<.00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312, p<.001), 사회적동기(=-.193, p<.05) 순

으로 전문적관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소셜미디어의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동

기가 낮을수록 전문적관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표현동기란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행동이며, 사회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용 관심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Jeong(2018)의 연구에서는 체형관리 관심도

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즉, 자기표현동기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Kim(2017)의 연구에서도 몸매 만족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

동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매관리행동 요인은 자아

존중감의 지적자신감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ang(2019)의 연구에서 SNS 관심 뷰티정보가 체형관리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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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social media motivation on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Sortation
Dependent variable :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B Standard error  t p VIF

(Sangsu) 1.858 .212 8.765*** .000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elf-expression motivation .232 .055 .279 4.189*** .000 1.775

Social motivation -.149 .070 -.167 -2.123* .034 2.462

Information functional motivation .108 .079 .089 1.375 .170 1.678

R
2 = .054, adjR2 = .047, F = 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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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Effect of social media motivation on sub-factors of body shape management behavior.

Sortation
Dependent variable : Lifestyle Dependent variable : Professional management

B  B 

(Sangsu) 2.140 1.483

Motivation 

for using 
social media

 Self-expression motivation .204 .201** .269 .312***

Social motivation -.126 -.116 -.178 -.193*

Information functional motivation .141 .096 .064 .051

R
2 .034 .058

adjR2 .026 .051

F 4.453** 7.82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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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가격 고려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표현동기

가 높을수록 체형관리의 하위요인인 전문적관리가 높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병원이나 한의

원에서 값비싼 시술이나 관리를 받고 화장품 소비 등 과시적

행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뷰티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에 따른 뷰티관리행동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

자가 더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전공은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았으며, 월 평균 피부 및 체형관리 지출비용은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로는 정보기능적동기가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뷰티관리행동은 생활 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행동을 살

펴본 결과 피부관리행동은 예체능계열이, 피부관리행동은 3학

년이, 체형관리행동은 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월 평균 피부 및

체형관리는 1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와 뷰티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피부관리행동

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동기가 가장 높았다. 체

형관리행동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와만 유의

미한 정의 상관이 있었고, 사회적동기, 정보기능적동기와의 상

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뷰티관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정보기능적

동기만 피부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체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자기표현동기가

체형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뷰티분야의 주요한 소비자인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뷰티관리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뷰티트

렌드에 민감한 대학생들의 뷰티관리행동을 향상시키며, 자신

의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피부관리 및 체형관리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의 하위요인중 정보기능적동기는 뷰티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신

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뷰티관리행동은 소셜

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따라 뷰티관련 업체 및 기업들은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 기획과 뷰티정보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부관리 및 체형관리를 위한 마케팅 전략

을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이용동기의 특성에 따른 성향의 차이

가 존재하므로 온라인상에서는 고객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류된 집단에 따라 차별화된

고객관리 및 DM 발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은 현명한 소비를 하고, 기업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조사에 있어서 전남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

라 전체 대학생의 집단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가

진다. 이에, 향후 조사지역의 확대 연구와 함께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뷰티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

생들의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뷰티시장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뷰티상품 판매 및 관련 컨

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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