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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간의 의례(ritual) 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화

인류학, 종교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유래

하였고, 근래에 이르러 조직 행동 연구와 마케팅 연

구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

했다(Feldman, 1977; Rook & Levy, 1983). 소비자의 

의례 행동(ritual behavior)은 상품과 서비스의 광범위

한 소비와 교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연구

와 관련성이 높다(Rook, 1985). Sherry(1983)는 사람

들이 선물을 주는 것은 수많은 교환의례 행동의 중

심 요소이며, Wright and Snow(as cited in Rook, 1985)

는 음식의 준비 또는 제품의 소비와 같은 행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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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eration Z (Gen-Z) consumer has a unique beauty-consuming behavior that is distinct from the pre-

vious generati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of makeup ritual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

work of the ritual concep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fteen females in their mid-teens to early

20s. The results showed that Gen-Z has different types of makeup ritual scripts for both ordinary days and spe-

cial days, which are constantly being re-written and revised based on the experience accumulated.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types of ritual artifact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Gen-Z’s makeup ritual, and that they pro- 

vide psychological comfort and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DIY (Do It Yourself), collecting, and indepen-

dent brands is emphasized. The role of Gen-Z in the makeup ritual was expanding from a creator for her own 

ritual to a collaborator for peers' rituals, and sometimes the expansion goes beyond the direct relationships to 

virtual ones through SNS (Social Network Service). The Gen-Z cohort is found to be a member of beauty 

knowledge network through which they learn, share, and create the know-how and shopp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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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례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기존 소비자 행동 연구의 전통에서 소비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으나(Belk, 1988; Belk et al., 1982; McCracken, 1986), 

물질적 대상이나 제품의 상징성 외에도 소비와 관련

된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소비

자 행동 연구에 의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Rook & Levy, 1983). 소비자 행동 연구자

들은 의례 구조가 소비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개념

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주

장하며, 의례 구조와 규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비

재 사용에 부여되는 소비자 행동의 상징적 의미를 연

구해 왔다(Belk, 1977; McCracken, 1986; Rook & Levy, 

1983; Sherry, 1983; Solomon & Anand, 1985).

의례 행동은 중요한 시민적, 계절적, 미적 또는 종

교적 사건을 나타내는 공적인 행사를 포함하며(Tur-

ner, 1969),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의례는 이런 종

류의 공적 의례(public ritual) 표현에 속한다(Gennep, 

1960). 특별한 가족의 축하 행사나 가족 이벤트는 중

급(mid-range) 의례로 분류되며 일상에는 다양한 수

준의 의례가 존재한다. 일상적인 의례 행동으로는 개

인적이고 사적 의례 행동인 기도(prayer)와 단장(groo-

ming)이 있고 좀 더 타인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공

적인 일상의 의례 행동으로 주기적인 뷰티 샵(beauty 

shop) 방문 행동을 강조한 연구자도 있었다(Rook & 

Levy, 1983). Hope(1980)는 외모단장을 의례의 한 형

태로 해석하였는데, 외모단장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성숙함, 순응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체언어의 일부분으로 인간 내

면의 상징적인 해석을 위한 풍부한 콘텐츠(contents)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Rook, 1985) 중요한 사적 의

례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일상적인 단장은 

동기부여로 인한 행동이 아닌 반복적인 행동의 중복

으로 인한 습관(habits)으로 취급되어왔으나, Erikson

(1977)은 인간의 외모단장 행동 중 화장(beauty groo-

ming)을 일상적인 행동의 의례화(ritualization of be-

havior)로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

적 틀을 제공하였다. 화장은 다양한 상징적 언어들

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개인의 화장 행동을 의례의 요

소와 의례 참여 과정으로 분석함으로써 화장과 관련

된 소비재(Rook, 1985)와 화장 행동 자체가 지니는 상

징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외모단장 행위 중에서도 그 중심을 차지하는 소비 행

위를 중심으로 그 의례적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까지 전 세계 소비자의 40%, 노동 인구의 

22%가 Z세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Lanvin & Evans, 

2016). 미디어와 함께 태어나 성장한 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을 표

현하며 소비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다. 밀레니얼 세

대(millennial generation) 이후에 나타난 세대를 의미

하는 Z세대는 대략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

난 세대를 의미하며(Turner, 2015), Z세대 중에서도 

초기 세대인 90년대 후반 출생자들은 현재 젊은 성인

(young adult)이 되었으나 대부분은 20세 이하의 청

소년이며, i-제너레이션(i-Generation), 포스트 밀레니

얼(Post-Millennials), 젠 위(Gen Wii), 넥스트젠(Next-

Ge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Bassiouni & Hackley, 2014; 

Raphelson, 2014). 건강과 자기 관리에 통합적 관점을 

지닌 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소비 

패턴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소비 행동에 대해서 소

비자 행동 연구자들과 마케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oblek et al., 2019). 소비자로서 Z세대의 중요

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Z세

대 소비자 행동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

다. Z세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Z세대의 스

마트 기술 수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Bassiouni & Hackley, 2014; Roblek et al., 2019; Turner, 

2015; Wood, 2013), 새로운 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

는 Z세대의 소비자적 특성에 대한 연구(Priporas et al., 

2017; Thangavel et al., 2019), 이전 소비자에 비해 브

랜드에 덜 충성적인 Z세대의 브랜드 태도에 대한 연

구(Ismail et al., 2020), Z세대 소비자에 대한 인플루언

서의 영향력(Reinikainen et al., 2020; Sokolova & Kefi, 

2020)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

들은 Z세대의 소비 행동에 대한 결과적 특성에 집중

하여 Z세대 소비 행동의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Z세대 소비자의 화장 의례에 대한 탐구

를 통해 외모단장 행위로서 화장이 이들 소비자에게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행동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현재 10대 청

소년으로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성인을 포함하는 Z

세대는 화장 행위를 시작하고 학습하며 자신만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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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화장 스타일을 형성해 가는 소비자 집단으로서 

동적이면서도 복잡한 화장 의례에 참여하고 있을 것

으로 기대되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서 온라인 채널과 가상세계의 사회적 관계에 익숙한 

이들이 화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외모를 구성하

고 주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

은 Z세대 소비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장에 대

한 관여도가 높은 15명의 Z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을 수행하여 화장 의례의 구성과 변

화의 과정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화장 의례 대

본의 종류와 구성, 화장 의례에 사용되는 인공물로

서의 뷰티 제품, 화장의 공간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화장 의례에 참여하는 Z세대 소비자의 역할과 주변

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II. 이론적고찰

1. Z세대 소비자

Z세대의 1/3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출생하

여(Turner, 2015), 인터넷 이전의 삶을 경험해 본적이 

없는 최초의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로(Akçayır et al., 

2016; Prensky, 2001) 스마트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빠

른 세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Roblek et al., 2019). 이

러한 세대적 특성은 그들의 소비 행동에도 반영되어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Z세대

는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며(Taylor, 2018), 최저 가격 

및 최적 거래(Accenture, 2017), 혹은 브랜드보다 품질 

중심의 소비 성향이 강하다고(Thangavel et al., 2019) 

보고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과 함께 성인이 

된 Z세대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비교 및 

탐색을 활발히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루는데 익

숙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의 합리성과 편의성을 중요

시 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Wood, 2013).

또한,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환경에서 자라 온 

Z세대는 온라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소셜 네

트워크(social network)를 형성하고 있다(Turner, 2015).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Z세

대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다

(Ozkan & Solmaz, 2015). 특히, 광고에 대해 더 비판적

이고 냉소적이며 브랜드의 상업적 의도를 신뢰하지 

않는 젊은 소비자들은 자기 주도적인 정보 탐색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Taylor, 2018), 합리적

인 소비를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정보 검색과 비교를 하고 있다(Kartik et al., 2016).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Z세대는 화장과 관련된 

소비를 위해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GlobalWebIndex [GWI], 2019). 디

지털 콘텐츠나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Z세대는 다양

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뷰티 정보를 습득하며 공유, 

확산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뷰티 

제품의 구매 및 사용 행동을 하고 있다(Lee & Chang, 

2019; Oh,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에 많이 노출될수록 외모관리 소비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Park & Hwang, 2015), 특히 Z세대

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얻는 뷰티 관련 콘텐츠를 

합리적 소비, 유행 추구, 쾌락 추구 등 다양한 목적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Lee & Chang, 2019), 인플루언서

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화장 행동과 제품 구매에도 영

향을 받는다(Hwang, 2018)

Z세대는 축적된 다양한 문화적 소비 경험을 바탕

으로 브랜드나 제품의 고유성 혹은 진귀적 가치를 높

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riman, 2016). Z세

대에게 뷰티 제품은 관리하기 쉬운 사치품이며, 새로

움과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흥미로운 소

비재이다. 이들은 새로운 화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처음 보는 화장품이나 관리 제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Hwang & Cheon, 2011). 특히 Z세대 소비자들

은 뷰티 소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브랜드보다 새롭

고 흥미로운 인디브랜드(indie brand)에 대해 높은 선

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Pulse, 2019). 또한, 

명확한 개성과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후

발 인디브랜드들은 Z세대 소비자를 표적으로 적극적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

적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Samjong KP-MG ERI Inc., 

2020).

2. 의례

1) 의례의 개념과 특성

의례는 형식적인 개념(injunctive concept)으로(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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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z, 1966),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람들

이 의사소통의 상징적, 서술적,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서로의 신념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의도에 대한 진

정성을 받아들이는 반복적이고 단순화된 문화적 의

사소통의 에피소드들을 의미한다(Alexander, 2004). 

개인의 의례 경험에 대한 단일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의례 행동 양식에 구조적 요소(struc-

tural element)와 내용적 요소(content element)가 존재

함은 분명하다(Rook, 1985). 분석적 범주인 의례는 목

적적 행동으로, 하나 이상의 특정한 의미를 환기시

키고 전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표준화되어 사회적 

시간 또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명시적 ·암시적 규칙

을 말한다(Tetreault & Kleine III, 1990). Rook(1985)은 

의례에 대하여 고정되고 이미지적인 순서에 따라 발

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어 나타나는 여러 

행동들로 구성된 표현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의 한 종

류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례적인 행동은 시나

리오화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수

행되며, 진지하고 내적인 강렬함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즉, 의례는 내용적인 요소로 격식성(for-

mality), 진지성(seriousness), 몰입성(absorbing)의 특

징이 나타나며, 구조적 요소로 절차성(procedure), 반

복성(repetition), 정형성(pattern), 표현성(expression), 

상징성(symbolization)의 특징을 가진다.

사적(private)이라는 의미는 공적(public)이라는 의

미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Choi et al., 2010). 

개인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적인 영역이 있으며, 그

곳에서의 모습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습과 다르다

(Eicher & Evenson, 2014). 의례는 매우 개인적이고 사

적인 것으로부터 극도로 정교하고 대중적인 것에 이

르기까지 일련의 인간 행동을 포괄하는 범위까지 다

양하게 나타나며 서로 연결되어있다(Gainer, 1995). 

공적인 의례의 상징적인 의미는 명백하지만 사적인 

의례의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으며, 공적 의례의 표현은 개인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의례화된 행동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Rook, 

1985). 공적 의례 행사들이 극적인 대중적 표현을 제

공하면, 실제로 상징적인 작업은 개별 경험의 일상적

인 의례화를 통해 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진다(Erikson, 

1977). 개인은 사적 의례를 통해 자아 구성, 자기 제시, 

자기 표현, 자존감을 상승시키고자 하고(Rook & Levy, 

1983), 공적 의례 활동을 통해 대인 관계, 사회적 상호

작용, 사회적 교량 구축,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확립

을 강화하고자 한다(Gainer, 1995). 의례의 효과와 영

향은 의례의 내용에 대한 공통된 이해, 상호작용의 본

질적 타당성에 의해 나타나며(Alexander, 2004), 참여

자들의 즉각적인 행동 반응을 일으키고(Leach, 2020), 

대인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상징과 같은 기능을 한다

(Rook, 1985).

2) 의례의 구성 요인

의례의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의례 용품(ritual arti-

facts), 의례 대본(ritual script), 의례 역할(performance 

role), 의례 관객(ritual audience)을 들 수 있다. 의례 참

여자들이 하나의 의례에 대한 구성 요인들을 명확히 

인식할수록 의례의 사회적 중요성은 커지며, 의례의 

활력성도 높아진다(Rook, 1985).

의례 용품은 의례 환경에 동반되거나 소비되는 소

비자 제품의 형태로 의례 경험의 의미에 필수적인 특

정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Douglas, 1978). 의례 

용품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기(self)를 확립하기 위

해 사용되기도 하고, 의례 참여자들은 자신과 참여

하는 개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의례 용품에 상징성을 담기도 한다(Gainer, 1995). 의

례 용품은 음식, 음료, 졸업장, 양초 등과 같이 의례 

행사에 동반되거나 소비되는 소비 제품의 형태를 취

하기도 하며(Douglas & Isherwood, 2002), 추수감사

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의례에서 선물처럼 교환

되기도 한다(Belk, 1977; Sherry, 1983).

의례 대본은 참여자들의 행동 순서와 의례 용품을 

규정하기도 하고 의례 용품의 소비 순서와 사용자에 

대한 인지 대본(cognitive scripts)과 같은 역할을 한다

(Abelson, 1981). 복수의 행동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례는 이벤트가 명확하게 정해진 순서로 연결

되어 있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Bird, 1980). 또한 의례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이벤트 순서가 반복되며, 각각의 이벤트는 개인

으로부터 구체적인 생각과 정서를 이끌어내는 기억

의 장치로 기능하게 되고(Mead, 1977), 시작, 중간, 

끝의 단계를 따르며 의례가 극대화될 때 적절한 감

정이 생성된다(Leach, 2020). 의례 대본은 다양한 수

준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족 축하 행사와 같은 

의례에서 대본은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변화가 허

용되기도 하지만, 공적 의례나 통과의례와 같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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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의 대본은 공식적으로 대본화되어 쉽게 변화하

지 않으며, 종교의례의 경우 고도로 성문화되어 있

다(Rook, 1985). 이와 같이 의례의 종류에 따라 다양

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의례 대본은 비문자 대본과 서

면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의례는 의례 대본에서 규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

인들에 의해 행해진다. 극적 정체성(dramatic identi-

ties)을 부여 받은 참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의례의 

경험은 다양한 형식과 연극적 요인으로 형성되어 참

가자들 사이에 강렬한 감정을 자극한다(Bird, 1980). 

의례에서 개인의 역할은 결혼식과 졸업식처럼 분명

하게 의례 대본에 명시되기도 하지만 모호하게 규정

될 수도 있다(Rook, 1985). 의례 참여자는 수동적이

든 능동적이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신의 의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례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

아 정체성을 확인한다(Cha et al., 2008). 최근 대중매

체와 인스타그램(Instagram)이나 유튜브(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social media applica-

tion)의 발달로 개인은 종교, 시민, 문화 등의 다양한 

의례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의례에는 의례 관객이 존재하며(Cha et al., 

2008; Rook, 1985), 의례 참여자가 의례의 주체이자 

관객이 될 수도 있다(Alexander, 2004). 가정의례에서 

관객은 직계가족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지만, 사회적 

의례 활동에서의 관객의 정체성은 불확실하다. 많은 

의례의 관객은 명확하며, 의례는 특정 의례 역할을 

가진 개인보다 더 많은 관객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Rook, 1985), 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의 변화로 개

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외모단장 의례조차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커뮤니티의 관계를 강화시키

는 의례의 효과는 참여자들에게 활력을 넣어 서로 관

계를 높이고, 의사소통의 상징적인 대상과의 식별력

을 높이며 참여자와 상징적 대상과 관객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Alexander, 2004).

3. Z세대의 화장 의례

단장의례(grooming ritual)는 자기 자신, 또는 자신

이 소유한 대상을 손질하는 행위와 다양한 절차를 

의미하며 씻기, 피부 관리, 헤어 관리, 메이크업, 외모

점검, 향수뿌리기 등의 과정이 있다(Vlahos, 1979). 개

인의 외모단장 과정은 개인 위생, 외모의 매력 증가, 

사회적 역할의 준비와, 수용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진

행되고(Erikson, 1977), 구체적인 외모단장의 과정이 

의례화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

름의 형식을 구조화하게 된다(Hur & Choo, 2016).

다양한 소비재가 의례 용품으로 소비되는 특성으

로 인해 단장의례는 많은 소비자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McCracken, 1986). 단장의례의 목적은 특

정한 의복, 특정한 헤어스타일, 특정한 패션에 있는 

특별하며 사라지기 쉬운 속성을 그 상품에서 끌어내

기 위해, 그것이 일시적이며 불확실하더라도 개인 속

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특별한 수고를 감수하는 것

이다(McCracken, 1986). 광고가 특정한 화장, 헤어스

타일 용품, 의복을 묘사한 언어는 단장의례에서 사

용되는 상품이 발산하는 의미 있는 속성으로 인정되

며, 개인은 단장의례를 통해 제품의 속성이 개인에게 

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의례를 수행하게 된다(Rook 

& Levy, 1983).

단장의례 중에서도 화장 의례는 현대 소비 시장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공물을 신체에 적용시켜 

보다 나은 외모표현을 꾀하는 화장 행위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온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적, 문

화적 행동이다. 현대 사회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산업

은 세계적으로 약 212조 원($ 177,857 million) 규모의 

산업으로 확장되었다(MarketLine, 2018, 2019).

화장을 의례의 영역으로 확장한 Erikson(1977)에 

의하면 화장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의 반복

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성인의 화장 의례에는 개인

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인간 행동에 대한 다양한 상

징적 해석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체성 위

기 경험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경우 불안감을 해

소하기 위해 개인은 화장 의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ok & Levy, 1983). 건강한 개인은 

화장 의례를 통해 대인 관계의 신뢰, 자율성, 주도성, 

정체성을 표현하고(Erikson, 1977),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을 방지하며(Jung, 1951/1959), 건강한 자

아 발달을 촉진시킨다(Erikson, 1982).

행위를 중심으로 고유한 의례적 요인과 관련된 화

장 과정을 통해 증가된 에너지는 자축과 자신감의 

정서를 증가시키고(Rook & Levy, 1983), 사적 의례 행

위(private ritual actions)의 상징적 중요성은 재화의 

상징적 중요성과 동일한 시사점을 통해 자아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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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거나 구성하게 된다(Rook, 1984, 1985; Schouten, 

1991). 화장 의례를 통해 개인은 자신감, 공격성, 방

어성의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McCracken, 

1986), 화장 의례는 의미있는 투자로 간주된다(Rook, 

1985). 궁극적으로 화장 의례 과정은 긍정적인 에너

지를 고조시키고, 화장을 통해 변화된 개인에게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할을 한

다(Rook & Levy, 1983).

대다수가 청소년기인 Z세대는 자신의 체형에 대

해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신을 

인식하며, 미디어의 영향으로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다(Ahmad et al., 2015; Kim, 2012). 최

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한 여학생의 

95.2%가 색조 화장을 하고 있었고, 그 중 가장 많은 

34.9%가 매일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다(Lee et al., 

2020). 여학생들은 외모관리 행동 중에서 화장을 가

장 많이 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화장을 통해 사

회가 요구하는 외모조건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Na & Song, 2014).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화장 행동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

며(Shin & Cheon, 2008), 화장 행동을 통해 신체에 대

한 콤플렉스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래들과의 관계

를 강화하고 학업으로 인해 생겨난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Ahn & Ha, 2016; Hwang 

& Cheon, 2011). 내면의 아름다움만큼 사회적으로 

장려된 완벽한 겉모습을 추구하는 Z세대에게 화장

은 가장 이상적인 자신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

이다(Ahmad et al., 2015).

인간은 외모를 자신의 내면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화장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를 향상시키고, 화장품 소비 행동은 미의 추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개선을 시도하

는 것에서 시작된다(Kang & Park, 2009; Song et al., 

2002; Yoon, 2007). 과거 청소년들은 직접 화장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부모의 의사에 따라 수

동적으로 소비하는 위치에 있었다(Na & Song, 2014) 

하지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으로 뷰티 제

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는 Z세대에게 뷰티 제품 소비 행동은 화장 의

례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외모 관심도에 따라 Z

세대의 화장 행동과 화장품 구매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Na & Song, 2014), Z세대 소비자를 이해

하기 위해 그들의 화장 행동뿐만 아니라 화장품 소

비 행동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

III. 연구문제및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Z세대의 화장 행동을 의례라는 관점으

로 접근하여 Z세대 화장 의례를 다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Z세대에 대한 연구

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징에 집중되어 있으

며(Turner, 2015),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가 스마

트 기술 활용하여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 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Bassiouni & Hackley, 

2014; Priporas et al., 2017; Wood, 2013), 그 의미와 가

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로서 Z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Z세

대의 화장 행동과 뷰티 제품 소비 행동에 내재된 상

징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이들의 화장 행동을 의

례로 규정하고자 한다. Z세대 소비자에 대한 소규모 

표적집단 면접을 바탕으로 이들이 참여하는 화장 의

례를 의례의 기본 4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Z세대의 화장 의례 전 과정에서부터 화장을 하

고 하루를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화장 의례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화장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승인과 주변인들의 피드백으로 인한 만족도와 

화장 의례 과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화장 의례에 

대한 개인의 의미와 가치는 단편적인 요인으로는 파

악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이 화장을 하고 경험하는 일

련의 사건 및 사회적 요소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례의 필수적인 요인인 

의례 용품, 의례 대본, 의례 역할, 의례 관객을 중심으

로 Z세대 소비자의 화장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례 요

인들의 특징들을 탐색하고, 외모단장 의례와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Z세

대 소비자들에게 화장 의례가 지니는 가치와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

출하였다.

 

연구문제 1. Z세대의 화장 의례 대본에 나타난 화장 

의례의 과정을 이해하고 화장 의례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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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Z세대의 화장 의례 용품으로서 Z세대 소

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화장 관련 제

품과 그러한 화장 제품과 관련된 의미

와 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3. Z세대의 화장 의례에 나타나는 등장인

물과 그 역할을 이해한다.

2. 자료의 수집

Z세대 소비자의 화장 의례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

를 규명하기 위해 일대일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목

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에 의거하여 연구의 의

도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Z세대의 경우 학년에 따라 생활 환경이 다르고 화장

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

생, 대학생, 사회 초년생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만 13세 이상 만 22세 이하 여성 중 일상적으로 화장

을 하며, 화장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참

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5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

령은 17.8세로 연령 비율은 10대와 20대가 2:1로, 고

등학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명, 대학생 

3명, 사회 초년생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참여자

들은 평균적으로 중학교 1학년때 주변 친구들의 영

향으로 화장을 시작했다고 보고했으며 평균 5년의 

화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화장 능숙도

는 Lee(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화

장 경험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은 고, 3년 이상~5년 

미만은 중, 3년 미만은 저의 상대적 수준으로 분류하

였다. 모든 면접대상자들이 260~4,200명의 팔로워 

수를 가진 인스타그램을 포함하여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블로그(blog) 등 

한 가지 이상의 SNS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면접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심층 면접은 응답하기 용이하고 사실에 근거한 도

입 질문으로 시작하여 화장 의례 요소와 관련된 핵

심 질문, 추가 내용이나 자료의 보완을 위한 추가질

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입 질문은 

일상의 화장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처음 화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당시의 경험에 대한 회상, 화장

품 쇼핑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였다. 핵심 질문으

로는 화장 의례의 전체 과정, 화장 의례의 수정과 변

화, 화장 의례에 관련된 다양한 화장품이나 화장 도

구, 장소에 관련된 질문, 화장 행동이나 화장품 구매

와 관련되는 다양한 주변인들과 그들의 역할, 화장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핵

No Age Status
Makeup competence 

(Makeup experience period) 

SNS behavior

(Instagram followers)

A 22 Graduate student High (5 years) 360

B 22 Graduate student High (9 years) 850

C 22 Undergrad student High (6 years) 4,200

D 21 Undergrad student Middle (4 years) 560

E 14 Middle school student Low (2 years) 350

F 20 Undergrad student High (9 years) 1,000

G 18 High school student High (6 years) 2,100

H 18 High school student High (7 years) 380

J 17 High school student High (5 years) 860

K 17 High school student High (5 years) 530

L 17 High school student High (5 years) 450

M 16 High school student Middle (3 years) 530

N 15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3 years) 260

O 15 Middle school student Middle (3 years) 350

P 13 Middle school student Low (2 years) 260

Table 1. Interviewe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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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질문은 화장 의례의 4대 요인인 화장 의례의 대본, 

화장 용품, 소비자 자신의 역할, 관객과 관련된 내용

을 포함하도록 설계 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한 내

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면접 중에 새롭

게 제기된 질문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

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 스스로 면접을 통해 설

명하지 못할 내용이 있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화장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제안

하고 면접을 종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층 

면접 질문 내용은 <Table 2>를 바탕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면접 내용은 참여

자의 동의 하에 녹음 및 녹화되었으며 총 면접 시간

은 화장 의례에 관한 응답자의 관심도에 따라 1시간

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면접 내용은 모

두 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접근 방식 중 하나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은 질적 연구의 분석 중 일반적인 형식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나온 개념이나 가설

을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 수집된 데이

터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주제를 식별하고 보

고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수집된 자료

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적 통찰

력을 얻기 위해 먼저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실시

하였다. 개방형 코딩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진술

한 전체 내용에 대한 반복적 읽기와 문장 및 문단별 

세분화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목록화하는 작

업을 수행하였다. 개방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다양

한 개념들을 주제별로 분류한 후, Rook(1985)이 제시

한 의례의 4가지 요인인 의례 용품, 의례 대본, 의례 

역할, 의례 관객으로 범주화하였다. 추가적으로, 생

애주기의 차이에 따른 화장 의례 행동의 차이가 나

타날 수 있어 Z세대의 면접자를 10대와 20대로 분류

하고 연령대별로 화장 의례의 과정을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Construct Questions

Beauty consumption

• Makeup experience

- The first experience with makeup

- Motivation of makeup 

• Shopping experience of makeup products

- Shopping place, shopping trip 

- Preferred products and brands 

Makeup ritual script

• Daily makeup ritual

- Process of daily grooming 

- Makeup routine, special makeup

• Change or improve in makeup ritual script 

- Change of makeup process 

- Cause of change, influential factors

Beauty artifacts and space

• Usage of beauty product 

- Purchase purpose of makeup products

- My own product to know 

• Meaning of makeup 

- Meaningful makeup products to me 

- The meaning of vanity

- Makeup space and tools 

Performance role in makeup ritual

• Role of performance 

- Me as makeup performer

- Roles of family, peer group and SNS influencer

• Confirmation process of makeup ritual

- Makeup approval process

- Makeup advisor and supporter

Table 2. Questions for the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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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Z세대 소비자들은 일상적인 날과 특별한 날을 위

해 서로 다른 의례 대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화장의 절차가 구분되어 있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일상적인 날에는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별한 날에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화장 

의례를 위한 대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SNS채널을 통

해 화장법과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하여 수집하

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화장 의례 대본을 개선하고 발

전시키기 위해 자율 학습과 반복 연습을 수행하고 있

었다. Z세대에게는 화장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

의 의례 용품이 존재했고, 화장 의례 용품은 화장을 위

한 도구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소통을 위한 

중심 대상이자 심리적 편안함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소유물로서의 역할 등을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었다. 

SNS의 발달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화장 의례

가 공적인 가상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Z세대 소

비자들은 의례의 주체자이자 참여자로 다양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었다. Z세대의 화장 의례에는 다양한 

주변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심리적 유대

감에 따라 변화하였다. 특히 사회적 통념이나 위생과 

안전, 학업에 대한 이유로 10대 Z세대는 소비 행위에 

대해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이들에

게는 소비 행위가 더욱 강력한 부족적 유대감을 형성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 화장 의례의 대본

1) 화장 의례 대본의 구성: 셀피(selfie)를 위한 확장 대

본과 일상을 위한 기본 대본

Z세대는 셀피를 찍는 일정이 예정된 날의 확장 대

본과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 대본의 두 유형의 

화장 의례 대본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화장 의례

와 관련하여 Z세대에게 특별한 날은 셀피를 중심으

로 한 사진 찍는 행위가 포함된 날을 의미하며, 사진 

찍힘을 고려한 확장 대본은 기본 대본보다 길고, 정

교하게 구성된다. 일상의 화장 의례는 10~20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되며, 입술 화장이 중심이 된다. 확장 

의례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눈 화장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확장 대

본에서는 화장 상태를 고정하여 오래 지속할 수 있

도록 하는 프라이머나 픽서를 사용하는 단계가 추가

되기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17단계까지 확장되기

도 한다.

“사진 찍는 날이라 화장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매우 공격적으

로 해요. 진짜 열심히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응

답자 C)

“저에게 특별한 날은 ‘이날 반드시 사진을 찍는다.’ 하는 날이

에요.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사진을 찍는 그런 날 화장은 정말 중

요해서 중간중간 픽서를 꼭 뿌려주고, 그런 날엔 눈 화장에 공을 

많이 들여요.” (응답자 F)

Z세대는 화장의 지속을 유지하기 위한 수정 화장 

대본과 지우기 대본도 가지고 있다. 화장의 지속력

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수정 화장은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1~2개의 아이템의 적용으로 구성

된다. 수정 화장을 위한 대본은 특별한 날과 일상적

인 날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특별한 이벤트가 있

는 날의 수정 대본은 더욱 중요하게 관리되었다. ‘식

사 후’ 와 ‘사진 찍기 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이

동 중, 화장실 갔을 때 주로 수정 화장이 이루어졌으

며, 응답자들은 화장 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Z세대는 완벽한 셀

피의 피사체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화장이 잘 

지워지는 입술을 중심으로 수정 화장을 진행하고 있

었다. 수정 화장을 위한 파우치 안의 필수 아이템은 

틴트와 쿠션이며, 섀도와 블러셔는 선택적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집에서 화장이 자유롭지 않은 10대 Z세

대의 경우 화장에 사용하는 전 제품을 파우치에 넣

고 다니기도 하였다.

“피부 한 번, 입술 한 번, 볼터치 한 번.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요

하게 여기면서 고쳐요. 특별한 날에는 싱글 섀도도 들고 다니면

서 쌍거플을 한 번 더 정리해요.” (응답자 A)

“밥 먹은 직후에는 다들 자연스럽게 쿠션을 꺼내고 틴트를 꺼

내서 수정 화장을 하고, 사진 찍기 전에 입술 한 번 더 바르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하진 않는데, 어디 정착된 장소에 앉으면 

다 같이 거울을 한번 꺼내서 보고 두들겨 주는 정도로 해요.” (응

답자 F)

Z세대는 수정 화장을 위한 대본 외에 지우기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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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대본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응답자들이 화

장 지우기 대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장을 지우는 과

정이 화장 의례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절차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 지우기 화장은 의례 과정에서 사용

한 화장품과 화장 부위에 따라 다양한 제형의 클린

징 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우기 대본의 중

요도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0대의 Z세

대는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강박을 느끼고 있었고, 화장을 

일찍 시작한 Z세대일수록 화장 지우기 과정에 대하

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화장 

지우기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실천하는 것을 화장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수준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정교하게 구성된 

자신만의 화장 지우기 대본에 대하여 자부심을 표현

하기도 하였다.

“저는 화장을 지우는 루틴이 있어요. 일상적인 날과 특별한 

날의 단계가 좀 다른데, 그건 쓰는 제품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별한 날에는 눈 화장을 쎄게 해서 단계가 더 늘어나

요.” (응답자 G)

“저는 집에 오자마자 손을 닦고 말린 다음에 클린징 오일로 

유화시킨 다음에 물로 씻어요. 그 다음 오일로는 워터프루프 마

스카라가 잘 안 지워 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리무버를 묻혀서 눈

을 지우고, 클린징 폼으로 전체 세안을 해요. 화장을 지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매 단계에서 손을 무조건 씻는 거예요. 도구보다 깨끗

한 손이 더 좋거든요.” (응답자 C)

2) 화장 대본의 변화: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을 통

한 화장법의 터득과 발전

Z세대는 화장을 시작하고 학습하는 소비자들이다. 

이들의 화장 대본은 학습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변화

하게 된다. Z세대는 화장 의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반복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화장 대본은 수정되고 변화하게 된다.

Z세대는 화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외모, 특히 얼

굴에 대해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화장을 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대

한 주의 깊은 관찰이 시작되면서 Z세대는 자신의 외

모에서의 매력적인 부분과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 화장을 통해 매력적인 부분을 강조

하고, 약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감추고 보완하기 위

한 방법을 탐색하게 되는 10대의 Z세대에게 여드름

과 같은 피부 트러블은 심각한 고민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기초화장품과  클렌징 관련 지식을 탐색

하게 된다. 반면 화장 방법과 화장 도구 사용에 익숙

해진 20대의 Z세대는 피부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

에게 맞는 색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저는 여드름이 워낙 많이 나서 피부 베이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트러블을 가릴 수 있는 커버력이 좋은 쿠션들이 따로 

있는데 여드름이 조금 났을 때는 톤업 크림을 쓰고, 여드름이 많

이 났을 때는 컨실러를 써요.” (응답자 E)

“제가 눈이 작지 않지만, 코랑 턱을 섀딩하면 눈이 또렷해지

고 코가 오똑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딱 

완성된 걸 보면 뿌듯하다고 해야하나? 저는 눈이 생명이기 때문

에 특별한 날에는 속눈썹까지 붙여요. 그럼 정말 엄청 차이가 나

요.” (응답자 G)

Z세대가 화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원

천은 가족, 친구, 그리고 온라인 인플루언서(influen-

cer)이다. 일부 Z세대는 본인과 유사한 외모를 가진 

가족이 본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품 

선택 행동과 함께 어떤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

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며 가족들의 행동을 

모방한다.

대부분의 Z세대는 친구를 통해 검증된 화장품과 도

구에 대한 정보를 신뢰한다. 집단과 친구를 통한 학

습은 실제 화장의 시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상 생활 

속에서의 대면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

어지는 학습은 또래 집단에서 먼저 화장을 시작하거

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친구가 직접 

화장을 해주거나 문제해결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세대보다 온라인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수집하는 Z세대는(Turner, 2015)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화장

법과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Z세대는 온라

인 인플루언서의 포스팅(posting)을 통해 수집되는 

제품 정보를 전통적 광고보다 신뢰하며, 인플루언서

들이 제안하는 신제품들을 통해 화장품의 트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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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뷰티 전문가라고 인

식하며 그들의 영상을 통해 화장 도구의 사용법, 화

장 제품과 색상의 사용법, 그리고 다양한 제형의 활

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저는 어머니가 화장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엄마도 저처럼 

아이라인에 많이 신경쓰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도 저

렇게 하면 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처럼 펜슬 

아이라이너로 길이랑 모양을 잡아주고 리퀴드로  마무리해주는 

방식으로 해보니 잘 되더라고요.” (응답자 K)

 “제가 다른 친구들 보다 화장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피부 

화장부터 속눈썹 붙이는 것까지 애들한테 배워서 알게 되었어

요. 친구들이 확실히 쉽게 설명해주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들에

게 많이 배워서 지금은 제가 친구들에게 가르쳐줘요.”  (응답자 

L)

 “맨 처음에 화장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분들의 채널을 계속 보다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

게 되고, 그 분들을 신뢰하게 되요. 화장하는 법부터 사용하는 제

품까지 저는 정말 유튜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응답자 

F)

Z세대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하는 화장 제

품 정보와 화장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복 

연습과 실행을 통해 자신의 화장 대본을 보완하며 

개선시키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뷰티 유튜버들의 영

상을 보면서 화장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튜

버나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화장 방법을 습득하면 

이를 자신의 화장품을 이용해 연습해 보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화장법으로 수용하였다. 10대 Z세대의 

경우 이러한 연습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다. 응답자들은 시험 마지막 날 학교, 휴일 친구

의 집에서 자신과 친구들의 화장품을 모아 두고 함

께 화장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

이 사용하는 새로운 제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용법

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 

10대 Z세대들은 최근 3D 증강현실(augmented reali-

ty)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화장품 기업들에서 제공하

고 있는 가상 뷰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평소 사용하

지 않는 과감한 색상이나 화장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SNS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드

러그스토어와 같은 오프라인 점포에서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새로 나온 제품의 발색과 사용법에 대해 

시용을 통한 연습이 진행하고 있다.

“여러 번 시도해 보면서 지금의 화장을 하게 되었어요. 영상 

찾아보고 여러 번 연습도 해봤어요. 화장을 모르고 무작정하면, 

자기에게 안 맞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응답자 M)

“ ‘get ready with me’ 같은 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따라 하는데 

한 번 따라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영상도 보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점점 실력도 늘어났고 그래서 화장하는 단

계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응답자 J)

2. 화장 의례의 공간과 도구

1) Z세대의 화장품

모든 응답자들은 화장 의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과 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실

용적 가치를 중시하며 브랜드 이름이나 명성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Z세대 응답자들은(Taylor, 2018), 자신

에게 맞는 컬러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인디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

대가 가진 일상의 기본 화장 의례란 학교나 직장에

서의 일상 생활을 위한 화장 의례를 의미한다. Z세대

는 체육대회, 축제, 수련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

거나 친구와 약속 등의 이벤트로 셀피나 기타 사진

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피부 화장을 오래 유

지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픽서와 같은 화장품을 추가

적으로 사용하며 반짝이는 펄이 들어간 제품들을 사

용하여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화장을 시도하였다.

“저는 신상이나 유명템에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 이쁘고, 저

렴한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주고 사는거니까요. 

삐아 같은 브랜드들이 평균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유명하고 

비싼 제품들을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응답자 F)

“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 꼽으라면 섀도예요. 이게 티

가 안나면서 좀 더 눈에 음영을 줘서 또렷해 보이는 역할을 해서 

학교 갈 때는 이걸 꼭 발라요.” (응답자 E)

“학교 안이랑 밖에서 하는 화장품이 좀 달라요. 학교 갈 때 하

는 가벼운 메이크업에는 코랄 계열을 주로 사용하고 학교 밖에

서는 레드 컬러를 좀 섞어 써요.” (응답자 M)

“특별한 날에는 피부 화장 들어가기 전에 프라이머를 추가적

으로 발라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줘요.” (응답자 O)

“체육대회 같은 특별한 날에는 눈에 잘 뛰도록 풀메이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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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터를 바르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파츠 같이 반짝거

리는 걸 붙이기도 해요.” (응답자 N)

연구에 참여한 일부 Z세대는 마치 피규어 수집을 

하듯이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

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있었다. 인디 뷰

티 브랜드들은 Z세대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식

품, 패션, 문구, 등의 다양한 소비재 브랜드와의 콜라

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Z세대는 이러한 한정

판 콜라보레이션 화장품을 수집하고 있었다. 특별한 

컬렉션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특

정 아이템을 전 색상 모두 보유하는 등 자신만의 컬

렉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Z세대들은 이러한 컬렉

션의 구축 과정과 결과물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Z세대에게 화장품이 사용이 

아닌 장식과 수집 자체의 즐거움만을 위해 소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집을 위한 화장품은 패키지 

등 외관과 컬러 등의 비주얼 매력성과 한정판과 같

은 배타성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랑 콜라보하면 이게 당장 쓸데가 

없는 제품이라도 수집처럼 모으는 것 같아요. 화장품을 꼭 쓰려

고 모으는게 아니라 이건 만화 좋아하는 사람이 피규어를 좋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응답자 F)

“요즘 드레곤 볼이라고 전 색상을 다 모으는 친구들이 많거든

요. 특히, 크리니크 블러셔는 꽃 음각이 되어 있어서 이쁘기도 하

고 다 모으면 희열을 느낄 수 있어서 그 과정을 ‘드레곤 볼 후기’

라고 해서 SNS에 올려요.” (응답자 E)

Z세대는 자신의 색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

의 D.I.Y(Do It Yourself)를 진행하고 있었다. 화장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될수록 Z세대는 자신만의 화장품

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자신의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에 대한 지각이 생겨 자신만의 고유한 컬러감

을 갖기 위해 다양한 D.I.Y를 시도한다. 화장과 관련

된 자신감과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스

스로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쓴다는 효능감

과 만족감은 그들의 D.I.Y 행동에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D.I.Y 행동은 자기 표현을 

위한 목적 외에도 다양한 컬러 조합이 필요한 아이

섀도 팔레트를 스스로 구성하여 화장의 편리성을 증

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도 다수 관찰되었다.

“처음 화장을 시작했을 때는 화장품을 엄청 많이 샀었는데 지

금은 나에게 맞춰가니까 구매가 줄더라고요. 요즘은 색조를 직

접 제조해서 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개 살까 말까 해요.” (응답

자 A)

“질감이 너무 제 취향이고 고가인데 너무 어두운 파운데이션

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밝게 쓰고 싶어서 연보라색 코렉터랑 

섞어서 밝게 만들어 쓰고 있어요.” (응답자 P)

“처음에는 팔레트로 샀었는데 지금은 빈 용기를 사서 제가 

좋아하는 색의 싱글 섀도만 사서 팔레트를 만들어요. 요즘 그것

만 쓰고 있는데 제 거니까 저한테 딱 맞아요.” (응답자 G)

“언니 생일날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화장품 색부터 케이스 디자인까지 골라서 선물했어

요.” (응답자 H)

2) 화장 의례의 공간

Z세대는 화장 의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

을 추구하며 화장대에 자신의 로망을 투영하였다. 

책상 위에 간단한 정리 도구함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Z세대는 화장대에 대한 로망을 가지

고 있으며, 화장 의례의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상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Z세대는 화장품을 

모아놓는 공간을 ‘나만의 공간’, ‘힐링 공간’이라 명

하며 굳이 생산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곳에

서 심리적 안정이나 편안함을 얻게 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Z세대에게 화장대

는 그 자체로 중요한 SNS콘텐츠가 되고 있으며 특히 

화장 후 모습의 셀피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시

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많은 화장품에 대한 정리정

돈의 부담, 다른 생활 공간의 협소화 등은 화장 의례 

공간을 분리하여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만. Z

세대에게 외모단장 의례의 공간은 편안하고 안락하

며 기분이 좋아지는 힐링의 공간으로 작지만 즐거운 

나만의 공간이 되고 있다.

“저는 하얀색 화장대를 가져보고 싶어요. 의자도 세트로 있

으면 좋고요. 화장대와 같이 화장만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화장

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 L)

“거울로 저를 찍는 거울 셀카를 좋아하는 예쁜 화장대에 화장

품을 가지런히 놓고 그런 데서 사진 찍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전

구 예쁘게 붙어있는 예쁜 화장대요.” (응답자 N)

“그런 공간은 보통 힐링 공간이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굳

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딱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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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요. 그 곳을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요.” (응답자 F)

3. 화장 의례에 나타나는 역할

1) 화장 의례의 주연과 조연으로서의 Z세대

Z세대는 화장 의례에 있어 창의적이면서 적극적

이고 주체적인 주관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Z세대

는 화장 의례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이나 의견선도자

가 제안한 규범을 따르는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적극

적인 창조자(creat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들은 자신에게 맞는 화장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의

성을 발휘하는 창의적 소비자였다. Z세대는 스스로

가 화장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소비 효능감을 보였으며, 

화장품과 도구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자신

의 상황적 목적에 맞게 변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화장 의례를 만들어 냈다.

Z세대에게 화장 의례는 즐거운 놀이이자 자신의 

개별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의례의 모든 과정에 적

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몰입하고 있다. Z세대는 자신

의 화장 의례에 대한 과정과 규칙을 스스로 세우고, 

직접 의례를 수행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주도하는 의례에 대해 자부

심을 보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화장이 소비자들

의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 획득과 부정적 감정

의 해소와 관련됨을 언급한 것과 같이(Erikson, 1977), 

의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행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Rook, 1985), Z세대는 자신이 완수한 화장 

의례의 결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낀다.

Z세대는 자신이 수행한 화장 의례의 주체적 승인

자로서 의례를 통한 결과물인 화장의 상태를 승인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Z세대 화장의 첫 번째 목적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화장에 

대한 승인의 과정에서 화장에 대한 자기 만족으로 

자신감이 상승하고, 외부 활동의 활력을 얻게 된다.

 “저는 일부러 화장 지울 때 꼭 반만 지우고 보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냈다는 게 뿌듯하거든요.” (응답자 M)

“이건 제가 만든 팔레트인데 이 팔레트로 믹스매치하면 제가 

원하는 색들을 거의 다 연출할 수 있어요. 여행 갈 때도 이거 하나

만 가져가면 되요.” (응답자 A)

“우리끼리 즐기고 싶을 때 파우치에 화장품을 잔뜩 가져와서 

화장을 하면서 놀아요. 화장은 정말 즐기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

요. 친구들하고 화장을 하면서 놀 때는 무척 재밌지만, 화장이 노

동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때부터 화장은 그른 것 같아요.” (응답

자 C)

“저는 제가 거울을 보고 기분이 좋으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화장을 하고 나서 거울을 봤을 때는 제가 새로움을 느끼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 화장은 온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

는 것 같아요.” (응답자 D)

Z세대는 또래 집단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들의 화장 의례를 위한 정보 제공자(provider)이

며, 개인 교사(tutor)이자 관찰자(observ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심한 정보 제공자인 Z세대는 다양

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화장 정보나 

화장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유튜브를 통

한 화장 기술, 인스타그램을 통한 제품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을 보람 있는 일로 여기지만 자신들이 제공

한 정보나 기술의 수용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래의 화장 의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특히 

10대의 Z세대는 화장 지식이나 노하우를 직접 시연

하거나 친구들을 위한 화장을 해주기도 한다. 또래

와의 상호작용이 화장의 행위와 성과에서도 중요한 

Z세대에게는(Ahn & Ha, 2016; Hwang & Cheon, 2011) 

또래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

안하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며 유사한 화장을 하는 친구들과 부족을 형성

하며 동질감을 강화한다.

또한, Z세대는 SNS를 통해 또래의 화장을 관찰하

며 유행 화장을 파악하고 주변 친구들의 SNS관찰을 

통해 또래 집단의 화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좋아요’를 클릭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

기도 한다.

 “반에 화장품을 모으는데 화장은 안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

래서 시험 끝나고 집에 있는 화장품 다 들고 와보라고 해서 학교

에서 화장해줬어요. 저 때문에 화장을 시작한 애들도 있어서 엄

마가 싫어해요.” (응답자 E)

“인스타를 통해서 친구들의 메이크업을 보기도 해요. 친구들

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지, 어떤 색을 사용하는지 그런걸 중

심으로 봐요. 인스타를 보는 긍극적인 목적은 친구들이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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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메이크업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응답자 H)

2) 화장 의례 지지자와 방해자로서의 주변인

Z세대의 화장 의례의 주변인들은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관객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객으로 나뉜

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객은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협력자(collaborator), 게이트키퍼(gate-

keeper), 추종자(follower)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의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자는 Z세대의 화장 의례의 결

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

을 제공한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협력자들은 대부

분 또래 집단의 친구들로 Z세대의 화장품 사용이나 

화장 방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동질

적인 화장 의례를 공유하고 있다. 친밀도가 높은 인

플루언서도 Z세대의 화장 의례에 도움을 주는 협력

자이다.

우호적인 게이트키퍼는 Z세대 화장 의례에 관련

된 다양한 조언을 제시하며 의례 행동에 심리적 영향

을 준다. 게이트키퍼는 협력자의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영향력은 낮으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Z세

대의 화장 의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래의 형

제가 대표적이며 친구 같은 부모도 게이트키퍼의 역

할을 하기도 한다. SNS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Z

세대에게는 채널별로 다양한 유형의 추종자가 있다. 

추종자들의 지지 수준은 열광적인 팬으로부터 연결

만 이어진 명목상 추종자까지 다양하다. 추종자들의 

직접적인 관여는 낮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되거

나 반복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화장 의례에 변

화를 가져온다. 추종자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작

용하며 Z세대가 지속적으로 화장 의례를 수행하도

록 하는 동인을 제공한다.

“친구들에게 칭찬받으면 제품을 뭐 썼나 생각하고, 피드백도 

기억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애들한테 칭찬받은 제품은 자주 사

용하게 되요.” (응답자 O)

“전엔 화장이 진했는데 이번에 전학 온 학교 애들은 연하게 

할수록 더 예쁘다고 하니까 화장이 점점 더 연해졌어요. 저도 요

즘은 자연스러운게 좋은 것 같아요.” (응답자 G)

“저는 마지막에 남동생에게 컨펌을 받아요. 동생의 컨펌은 

믿을 만해요. 그래서 동생이 집에 있는 날에는 화장이 끝나고 꼭 

동생에게 꼭 물어봐요.” (응답자 A)

“처음에는 컨셉을 잡아서 화장하는 영상만 올렸었는데, 사람

들이 브이로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화장이 더 좋다고 해서 요

즘은 자연스러운 화장법을 더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응답자 C)

Z세대의 화장 의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객은 

심리적 유대 관계에 따라 제약자(restrainer)와 감시

자(surveillant)로 분류할 수 있다. 명확한 규율을 제시

하지 않지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화장 의례를 제

지하는 제약자는 Z세대의 화장 의례 활력을 떨어뜨

린다. 제약자의 영향력은 Z세대와의 심리적 유대 관

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10대인 Z세대의 자아 존중

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은(Lee et al., 2000)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제약자들이

다. 제약자들이 10대인 Z세대의 화장 의례를 제재하

는 이유는 사회적 통념, 위생과 안전, 학업에 대한 방

해 등으로 이는 세대 간 갈등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제약자와는 반대로 명확한 규율 안에서 화장이 이루

어지도록 Z세대의 화장 활동을 제지하는 감시자는 

대부분 학교 관련자들이다. 학교는 강력한 규율로 Z

세대의 화장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 제

약자와 같이 Z세대의 화장 의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Z세대와의 심리적 유대감이 없는 감시자

는 피할 수 있는 관객으로 인식되어 그들에게 받는 

심리적 압박감은 부모에 비해 낮다.

“처음 화장품을 샀을 때는 부모님이 화장하는 걸 반대해서 틴

트 하나에 미백 기능이 있는 썬크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

3때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 이후로 다양한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었

고, 화장품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이 이정도가 되었어요.” (응답

자 G)

“학교 규율이 엄청 쎄서 학교 갈 땐 틴트도 못 발라요. 선생님

들에게 낙인 찍히면 힘들어지거든요. 1학년들이 처음엔 학교 규

율에 적응 못하고 화장하고 오기도 하는데, 1달 정도 지나면 그 애

들도 학교 규율에 적응해서 화장을 안 하게 되요. ” (응답자 H)

“학교 다닐 때는 화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놀

아야 하는 날에는 선생님들이 안 오시는 학교  1층 화장실에서 화

장을 하고 나가요.” (응답자 G)

본 연구결과, 의례의 개념적 구성 요소를 토대로 

Z세대 소비자의 화장 의례를 살펴보고 도출된 주요 

특성을 <Fig. 1>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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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Z세대 소비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매

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화장이 의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Z세대의 화장

을 의례 구성 요인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Z세대 소

비자들에게 화장 의례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Erikson(1977)이 화장을 상징적 의미

가 담긴 신체 언어라고 한 것과 같이, 본 연구결과 Z 

세대의 화장은 특정 상황과 목적에 따라 순서대로 연

결되어 정해진 대본을 따른다는 점에서(Bird, 1980; 

Hur & Choo, 2016) 의례화되어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다. 

Z세대는 다양한 유형의 화장 의례 대본을 가지고 

있으며, 대본은 개인들의 경험에 따라 개선되거나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세대의 화장 의

례 대본은 ‘사진 찍기’ 이벤트를 기준으로 일상 대본

과 사진 찍기에 맞는 외모 연출을 위한 과정이 추가

된 특별한 날의 대본으로 나뉘며, 화장이 완성되어 

외출한 후에도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정 화장 

대본을 가지고 있었다. 화장 지우기 또한 화장 의례

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Z세대는 화장의 정도에 

Fig. 1. Gen-Z makeup ri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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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화장 지우기 및 부위별 화장 지우기 대본을 가지

고 있으며 정교한 지우기 대본은 개인의 화장 의례 수

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SNS

를 통해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Z세

대는(Taylor, 2018) 화장을 위해 기본적인 화장 실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

여 자율 학습과 반복 연습을 수행하고 있다. 화장 의례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대한 심층적 관찰이 이루어

지고, 화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해 가족, 친구, SNS채널을 통한 화장법과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SNS를 통한 자

율 학습과 반복된 연습을 통해 화장 실력이 상승하게 

되는 Z세대는 끊임없이 의례 대본을 개선하며 변화

시키고 있었다.

또한 Z세대의 화장 의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

례 용품은 화장품과 의례를 위한 공간인 화장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소통의 매개체로

써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심리적 편안함과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용적 가치를 추구 성향이 높은 Z세대는(Accenture, 

2017; Taylor, 2018; Thangavel et al., 2019), 합리적인 

가격의 인디 뷰티 브랜드를 선호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일상 대본을 위한 화장품과 특별한 날의 화장

품으로 의례 용품을 구분하였다. Z세대에게 화장품

은 화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쁜 디

자인의 피규어와 같은 수집의 대상이다. 특히, 뷰티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사용이 아닌 수집의 대상으

로 구매하고 있었다. Z세대는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

러를 추구하며, 자신에게 최적화된 화장품으로 개인

화하기 위해 다양한 D.I.Y를 통한 창의적 시도를 하

고 있었다.

SNS로 인하여 화장 의례에서 Z세대의 역할은 자

신의 화장에서 타인의 화장 의례까지 확장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세대도 자신의 화장 의례

에서 자신에게 맞는 화장을 디자인하는 창조자로서 

강력한 창의적 소비 효능감을 지니며(Lee et al., 2018), 

외모단장을 위한 의례를 만들고 직접 수행하는 행위

자로서 적극성을 지니며 행위의 과정을 통해 자부심

과 보람을 느꼈다. 또한 화장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의 자기 만족으로 인해 자신감이 상승하고(Ahn & Ha, 

2016; Rook & Levy, 1983) 이를 통해 외부 활동의 활

력을 얻게 된다. 친구의 화장 의례에 관하여 SNS채

널을 활용하여 화장에 대한 자신의 정보와 기술을 공

유하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개

인 교사로서 자신의 화장 자식이나 기술을 친구들에

게 가르치고 유사한 화장을 하면서 부족적 유대감과 

연대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Z세대는 소극적 관찰자

로서 SNS를 통해 친구들의 화장을 관찰하면서 또래

의 유사 화장을 파악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Z세대의 화장 의례에서 주변인들은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지지자들과 일상적 갈

등과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해자로 구분되었다. Z세

대 화장 의례의 지지자로는 화장 의례의 결과에 대

한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의례에 필요한 정보와 기

술을 제공해 주는 협력자와 화장 의례에 대한 조언

과 함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이트키퍼가 있

다. 또한 Z세대의 화장 의례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도

는 낮지만 지속적인 화장 의례의 동인을 제공하는 

추종자가 있다. Z세대의 화장 의례의 방해자들은 심

리적 유대감에 따라 제약자와 감시자로 나뉜다. 심

리적 유대관계가 높은 제약자의 심리적 압박은 Z세

대의 화장 의례에 대한 활력도를 떨어뜨리며, 명확

한 규율을 제시하지만 심리적 유대감이 낮은 감시자

는 심리적 압박이 낮아 화장 의례의 활력도에 대한 

영향력은 낮다.

본 연구는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의 연결고리인 화

장 의례가 Z세대에게 갖는 의미와 특징에 대하여 확

인하였다.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전 세

대보다 빠르게 화장 의례를 시작한 Z세대는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 학습과 

반복 연습을 통해 화장 의례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 의례에 

대하여 자신감이 높아진 Z세대는 실용적 소비 가치

를 추구하며 창의적 효능감으로 제품을 선택하였고 

친구들과의 연대 소비로 부족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Z

세대의 화장 의례에는 간접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

으며, 참여자들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로서 그 역

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Z세대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그들의 화장 의례에 대

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

운 소비 패턴과 소비 문화를 제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화장 의례에 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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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Z세대 소비자에 대

한 이해를 높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뷰티 소비자로서 급성장하고 있는 Z세

대 소비자의 화장과 관련된 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그들의 화장 의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Z세대 소비자들과 전

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Z세대 소비자들에게 화장 의례 용품의 

의미와 구매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Z세대 소비자

들의 화장 의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제품과 브

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기초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화장 의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Z세

대 소비자들의 화장 의례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다

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화장 의례화 과정에서 의례 용

품의 역할과 의미, 의례 대본의 변화와 완성, 의례에

서 나의 역할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변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Z세대 여성 소비자만을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

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Z세대의 화장 의례의 특징

은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성별에 제약 없이 모든 Z세대가 경

험하는 화장 의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표적집단의 심층 면접을 통

해 Z세대의 화장 의례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았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Z세대의 화장 의례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요인과 결과변수와의 관계

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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