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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M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이하 M세대로 통칭함)와 

Z세대를 동시에 지칭하는 용어로,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인구의 약 34.7%를 차지하며 시장 내 주요 소비자

로 떠올랐다(Statistics Korea, 2021). 두 세대는 이전 세

대와 달리 새로운 가치관과 취향을 통해 다양한 문화현

상을 만드는 새로운 소비세대로 평가받고 있다(Chae & 

Lee, 2020). MZ세대 소비자의 상품구매과정은 스마

트폰의 활성화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보다 쉽

게 넘나들며 과거보다 다양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M세대와 Z세대는 디지털 친

화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와 함께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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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하나의 세대범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Z세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디지털 시대를 살아온 

것과 달리 M세대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맞서 기

술을 습득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대를 경험한 방식

에서 두 세대 사이에는 태생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

라서 유사하면서도 다른 두 세대의 구매여정을 파악

하는 연구는 디지털 친화적 세대의 다양한 모습을 파

악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패션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여정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확정적 의사결정 

모델에 속하는 EKB 모델(Engel et al., 1995)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구매의사결정 모델로는 

최근 모바일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특히 패션상품은 관여도가 높은 상품

으로 상품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구매경로가 이용되

는 만큼(Park et al., 2009)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새로

운 개념의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패션상품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여정은 모

바일 시장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온라인 채널들이 대

거 등장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

다. 이처럼 새로운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여정 연구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질

적 연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Flick, 2002/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에스노그라픽 연구(Ethno-

graphic research)방법을 통해 MZ세대의 패션상품 구

매의사결정여정과 세대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 특징을 반영하여 MZ세대에 적합한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에 나타난 

MZ세대의 특징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MZ세대의 특성

1) MZ세대의 인구통계적 특성

MZ세대 가운데 M세대는 2000년대가 시작될 무렵 

성인이 된 인구집단으로, X세대 이후의 세대라는 의

미에서 Y세대라 불리기도 한다(Choo, 2020; J. Y. Kim, 

2020). 이 세대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를 거쳐 온 디

지털 개척자(Digital pioneer)로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

털 시대를 모두 경험한 세대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반

면 Z세대는 M세대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인구집단으

로 전 생애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온 디지털 원주

민(Digital native)이라는 점에서 M세대와도 구분된다

(Park, 2016; Park & Lee, 2019). 이 세대는 1990년대 중

반에 태어나 2000년대의 정보기술과 함께 성장한 만

큼 온라인과 IT기기 사용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소비

활동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의 특성을 

가진다(Addor, 2011; Choi, 2015;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8; Park, 2016). 이러한 디지털 친화적인 특

성은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성으로 온라인 정보탐

색에 익숙한 만큼 두 세대 모두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나 영상 중심의 검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16). 그러나 M세대가 기술의 점진적 발전과 함께 학

습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한 세대라면, Z세대는 

완전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반

응속도에서 M세대를 앞서가는 특성을 가진다(Park, 

2016). 또한 Z세대는 SNS를 통해 경계 없는 관계를 맺

으며 자유롭게 자라온 세대답게 5개의 화면(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데스크탑, TV 등)을 오가며 많은 

정보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

계를 허물어 동시다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할에 맞는 

다양한 자아를 창출해내고 있다(Fromm & Read, 2018/ 

2018).

 

2) MZ세대의 가치관 특성

평생 경제호황기를 누려본 적 없는 Z세대는 불안정

한 경제와 사회변화를 경험하여 이전 세대의 이상적 

가치와 구별되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 M세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적 

호황기를 경험한 세대로 이상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세대의 경우에도 IMF 

이후 취업난을 경험한 만큼 이상주의적 가치와 함께 

합리주의적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었다(Choi, 2015; 

Park, 2016). 즉 MZ세대는 모두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

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M세대와 Z세대도 서로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MZ세대는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

계를 맺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개인적이고 독립적

인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Z세대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맺을 때에도 지속적인 관계가 

아닌 비연속적이고 즉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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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모바일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유대관

계를 맺는 특성이 있다(Park, 2019). 반면 M세대는 프라

이버시를 중시하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SNS

를 통해 사람들과 공개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하

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M세대는 조직 안

에서도 협업을 즐기는 동시에 조직 내 권위나 강압적 

규율에 반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을 대

하는 태도에서 M세대는 완전한 개인주의와 독립적 

성향을 지닌 Z세대와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Myers 

& Sadaghiani, 2010).

 

3) MZ세대의 소비특성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M세대의 소비력

이 X세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2035년에는 Z세대 또한 X세대의 구매력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 소비시장의 주요 소비층이 MZ

세대로 전환되고 있다(An, 2021). 국내 M세대와 Z세대

의 소비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구매채널의 경우 두 세

대 모두 온라인 쇼핑 시 모바일 채널을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매에 사용하는 앱의 경우 연

령층이 다소 높은 M세대가 쿠팡이나 11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Z세대는 지그재

그나 무신사와 같은 전문 쇼핑몰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앱에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J. M. Kim, 2020). 한편 브랜드에 대한 

인식에서는 M세대가 타인과 달라 보이고 싶은 과시

적 욕구로 인해 브랜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반해 Z세대는 브랜드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

각하여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책임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리적 소비자로서

의 모습은 국내 Z세대 소비자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

진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의 Z세대는 다른 아시아 국

가의 Z세대보다 윤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해 

더 까다롭게 비교분석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

났다(Kwak, 2020). 그 외에도 중고거래나 공유에 대해

서는 두 세대 모두 합리적인 소비라고 인식하고 있다

(Park, 2020).

 

2.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모델

지금까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모델은 변화하는 

소비자와 함께 여러 형태로 제안되어왔다. 대표적인 

모델 가운데 먼저 초기 모델로 이후 여러 연구들의 근

간이 된 Lewis의 깔때기 모델(Purchase funnel model)

은 ‘인식-흥미-욕구-행동’의 4단계로 나누어 소비자

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초기 단계

에 최대한 많은 수의 상품을 고려하고 구매단계에 이

를수록 그 수를 줄여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ur-

chase funnel”, 2022). 또 다른 초기 모델로는 Hall(1924)

이 제안한 AIDMA 모델이 있다(Fig. 1). 이 모델은 광고

에 노출된 후 경험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

한 것으로 ‘관심-흥미-욕구-기억-행동’의 5단계로 구

매의 과정을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모델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과정을 차례대로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 순차적인 과정으로만 설명하

고 있어 인터넷 환경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소비자를 

Action

Interest

Desire

Awareness

Action

Attention

Memory

Desire

Interest

Purchase funnel model AIDMA modelPurchase funnel model

Fig. 1.  Traditional decision mak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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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일본의 광고대행사 덴츠(Dents)는 인터넷으로 

확장된 소비자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AISAS 모

델을 통해 초기 모델들의 일방향적 구조를 보완하고자 

하였다(Edelman, 2010). ‘관심-흥미-탐색-구매-공유’

의 5단계로 구성된 이 모델은 인터넷 환경에서 이뤄지

는 검색과 소비자들 간의 정보교환으로 이뤄지는 공유

의 단계를 통해 이전 모델들이 갖는 일방향적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Y.-H. Kim, 2020). 한편 Duncan 

(2002)은 각 단계의 시작과 끝을 지정하지 않는 원형적 

개념의 순환적 구매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여 이전 모

델들이 갖는 일방향적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 Court et al. (2009)이 제

안한 소비자 구매여정(Consumer decision journey, 이

하 CDJ) 모델 역시 기존 모델이 갖는 일방향적 구조의 

한계를 보완한 대표모델 중 하나이다. ‘초기 고려-적

극적 평가-구매-구매 후 경험’의 4단계로 구분되는 

CDJ 모델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순환적 여정을 가정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넘나드는 최근 소비

자들의 소비패턴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Kim, 2016). 

이에 최근 국내에서도 영화나 전자기기 등 다양한 상

품군에 대한 소비자 구매여정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CDJ 모델이 일부 활용되고 있다(Choi, 2019; Kim et al., 

2019; Lee, 2019). 그 가운데 CDJ 모델이 활용된 패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여정 연구로 Choi(2019)는 

CDJ 모델의 순환구조를 전제로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패션 소비자 구매여정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대 여

대생은 패션상품을 구매하기 전, 지속적 정보획득뿐만 

아니라 구매결정단계까지 구매여정의 전반에 걸쳐 정

보검색과 정보획득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그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채널을 이용함에 따라 시

장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특징

도 확인하였다. 반면, Park(2018)의 연구에서는 특히 

정보탐색과정에서 모바일 기기에 기록해둔 과거의 경

험정보원이 후속 구매에서 활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연구에 활용된 모델은 일방향적 구매

여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순환

적 구매여정에 대한 설명까지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구매여정은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상품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 구매경험을 공유하는 순환형태의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Choi, 2019; Park 2018).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

의 이러한 순환적 구조의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설명하

기 위한 모델은 일부에 국한되며, 제안된 순환적 구조

의 모델들 역시 최근 모바일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

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새로운 유통환경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MZ세대는 모바일 시장의 주요 소비

세대로 평가되는 만큼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다양한 

미디어와 새로운 유통경로들을 통해 과거보다 복잡

해진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경험하고 있다(Choi, 2019).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정 연구를 위해

서는 구매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구매의

사결정여정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MZ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

결정여정의 단계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2: MZ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

결정여정에 나타난 MZ세대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3: MZ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

결정여정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여정 모

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4: MZ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

결정여정 모델에 나타난  MZ세대의 특

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연구기간

연구대상자는 MZ세대의 성인여성으로 선정하였

다. M세대는 1979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출생자

로, Z세대는 1994년 이후 출생자 가운데 독립적 소비

활동이 가능한 성인여성으로 선정한 후 이중 최근 6개

월 이내에 패션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집은 의도적 표본추

출방식으로 기준(Criterion) 전략과 최대편차(Maxi-

mum variation) 전략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 기준 

전략 접근법은 연구대상자들이 모두 특정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을 대표할 때 적합하고, 최대편차 접근법

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한 참여자들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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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골라 다양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사용

된다(Creswell, 2006/2010). 본 연구에서는 1단계로 기

준 전략을 적용하여 최근 6개월 이내의 패션상품 구매

한경험이 있는 MZ세대로 한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

집하고, 2단계에서는 최대편차 접근법을 적용하여 M

세대의 경우 모집된 지원자 중 결혼여부, 자녀여부, 직

장유무가 다른 소비자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같은 과

정으로 Z세대의 경우 모집된 지원자 중 전공, 직업에 

따라 특성이 다른 소비자를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이

러한 표본추출과정을 통해 이후 같은 세대이지만 다

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통적인 패턴과 차이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Z세대와 M세

대의 여성이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연구대상자가 선

정되었고, Z세대와 M세대는 (Z)와 (M)으로 표시하였

다(Table 1).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

간 진행된 연구로, 연구대상자 1명당 평균 2~3회 이상

의 심층면접과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에스노그라픽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피험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여

정은 심층면접과 관찰조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관찰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피함자의 여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관찰(Accompanied shopping)과 연구자에게 보여

지는 순서 그대로를 상세하게 서술해 나가는 서술관찰

(Narrative observation)이 실시되었다. 관찰조사와 심

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여러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보

조적인 질문지 방법들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과정에

서 이용된 질문지는 패션상품의 구매의사결정여정

에 대한 관찰조사가 자연스럽게 병행될 수 있도록 도

입부에서 연구의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대상자가 실제 여정을 시작하거나 묘사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후 면접과정에서도 인구통계적

인 질문이나 구매실태와 같이 필수적인 질문들과 함

께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면접을 이끌어가며 점차 내용

을 구조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Flick, 2002/2009; 

Merton & Kendall, 1946). 이상의 여러 원천의 협력적 

증거를 통해 사례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Mariam-

polski, 2005/2012). 모든 사례들은 지면 상의 문제로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구매의사결정여정별로 연구자

와 전문가 2인이 모든 사례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는 괄호 안에 피험자를 함께 제시

하였다. 

Research 

subjects

number

Birth 

year
Occupation

Marital 

status
Children

Research 

subjects

number

Birth 

year
Occupation

Marital 

status
Children

1 97 (Z) College student Single None 11 80 (M) Housewife Married 2

2 96 (Z) College student Single None 12 84 (M) Office worker Married None

3 96 (Z) College student Single None 13 85 (M) Office worker Married 1

4 97 (Z) Office worker Single None 14 80 (M) Housewife Married 1

5 96 (Z) College student Single None 15 83 (M) Office worker Married None

6 96 (Z) Part-time worker Single None 16 85 (M) Office worker Single None

7 96 (Z) Office worker Single None 17 88 (M) Office worker Single None

8 95 (Z) Part-time worker Single None 18 85 (M) Freelancer Married 2

9 97 (Z) Graduate student Single None 19 86 (M) Housewife Married 2

10 98 (Z) College student Single None 20 85 (M) Office worker Married 1

Z: Z generation,  M: M gener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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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연구는 1단계 라포형성, 2단계 심층면접 및 관찰조

사, 3단계 사후면접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

는 라포형성 단계로 연구대상자가 연구자를 외부인으

로 느끼지 않게끔 대화형 질문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

하였다(Mariampolski, 2005/2012). 2단계는 심층면접 

및 관찰조사 단계로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패션상품 구매실태를 파악하고 관

찰조사를 병행하여 최근 구매한 패션상품의 구매의사

결정여정과 현재 진행 중인 패션상품의 구매의사결정

여정을 관찰하였다. 3단계는 사후면접 단계로 연구자

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과 누락

된 질문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설명한 구매의사결정여정의 흐름

도를 작성하여 심층면접과 관찰조사를 통해 인지된 

연구대상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재확인

하였다.

 

5.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료의 수집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

면접부터 관찰조사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병행

하였다. 자료의 정리는 먼저 녹음된 파일의 내용을 빠

짐없이 텍스트로 작성한 다음, 여정지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매의사결정여정을 플로우(Flow)로 작성

한 후 내용을 분석하였다. 텍스트의 내용은 구매의사

결정여정의 순서에 따라 반복되는 유사 단어들을 추

출한 후, 여정의 단계와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텍스트

의 내용은 연구자와 전문가 2인이 함께 분석하여 객관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로 시각화하였다.

IV. 결과및고찰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으로 피험자들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심층면접과 관찰하여 분석한 결

과, MZ세대는 5개의 여정을 거치면서 구매를 하고 있

었다. 그러나 한 여정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여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즉 전체 여정 중에도 내부 순환여정

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탐색 등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참여관찰과 서술자료를 통해 피험자들의 구매의사결

정여정과 여정에서의 특징 및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

을 파악하였다.

 

1. MZ세대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에 나

타난 여정별 특징 및 비교

1) 1단계 여정:  자극단계

M세대 소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와 같이 필요한 상

품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욕망이 발생할 

때 구매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있었다. 반면, Z세대 소

비자는 특별한 문제인식 없이도 다양한 자극 요인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시작하는 특징

이 나타났다. 이에 이 여정을 자극단계로 명명하였다.

(1) 습관 요인

Z세대에서는 구매할 의사가 없더라도 평소 스마트

폰을 통한 패션상품에 대한 습관적 정보탐색활동을 

이어가며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시작하는 특징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여정에서 Z세대는 구매의사가 없더라

도 습관적으로 의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었

으며, 탐색을 통해 걸러낸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

는 모바일 점포의 상품저장 기능을 통해 관심 상품목

록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축척된 정

보들을 이후 진행되는 여정의 기초정보로 활용하는 

특징도 보여주었다. 실제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관찰

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버릇처럼 지그재그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한 두 개씩 장

바구니에 넣으니까 여긴 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

단 다른 데 둘러보기 전에 여기 먼저 살펴보게 돼요. 지금처럼 진

짜 사려고 할 때는 더 그렇죠.” (연구대상자 7; 2, 3, 4, 6도 동일한 

내용 언급)

 

(2) 온라인 커뮤니티 요인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를 경험한 M세대는 구매의사결정여정이 시작되

는 과정에서 패션, 육아, 요리 등과 같이 유사한 취향

과 관심사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공용의 

검색엔진보다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즉 많은 정보를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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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으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관찰

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래 예카라고 제가 그릇 보는 카페인데, 거기 사람들이 자

꾸 옆 카페 어쩌고 하면서 옷 얘기를 하는데 관심 있던 옷이더라

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쇼핑지름신을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패딩 사는 것도 여기만 봤어요. 브랜드나 품목

으로 여기에서만 검색하는 게 편해요.” (연구대상자 14; 11, 17

도 동일한 내용 언급)

 

(3) 소셜미디어 요인

연구대상자들은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시작하는 단

계에서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과 같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자극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만을 빠르게 제공받고

자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을 중심으로 이용

하고 있었다. 반면 M세대는 SNS 내부에서의 탐색활

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를 활용하는 방식

에서 Z세대와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일부 피험자의 

경우 등록된 SNS 계정 가운데 특정 계정에 대해 알람

을 설정하거나 SNS에서 제공하는 북마크 기능을 통

해 특정 정보를 저장하는 등 1단계 여정에서 보다 적극

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MZ세대의 사례들도 확인되

었다. 실제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옷이 사고 싶으면 일단 인스타부터 들어가 봐요. 제가 저장

해놓은 쇼핑몰도 다 인스타에서 보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아무

래도 쇼핑몰은 좀 복잡한데, 인스타 피드(게시물)는 이미지가 

직관적이고 보기 편해요. 그리고 제 취향에 맞춰 잘 보여주니까 

그거 보고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봐요. 이렇게 보는 거죠.” (연구

대상자 8; 1, 3, 4, 6도 동일한 내용 언급)

 

“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본 거랑 비슷한 유사 이미지 제품들

을 보여주잖아요, 노출광고로. 그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보

여주니까 인스타그램이 편하죠. 여기서 보고 팔로우해 놓은 거

예요. 요즘은 인스타에서 바로 갈 수 있어서 편해요.” (연구대상

자 18; 12, 17도 동일한 내용 언급)

 

(4) 심미성 요인과 상황적 필요성 요인

패션상품은 미적 자극이 큰 상품이다. 온라인 경로

에서보다 오프라인 경로에서 직접 상품을 보는 심미

적 자극은 구매의사결정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Park, 2018). Z세대는 실물을 보고 즉흥적으

로 시작한 구매의사결정여정의 경우 모바일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평소의 여정과 달리 다소 빠르게 진행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도 Z세대의 경우 

취업이나 여행과 같은 상황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경

우 역시 구매의사결정여정이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 경험한 구매여정에서 언급

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저는 평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걸 보고 예쁘

다는 생각이 들면 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온라인에서는 딱 필

요한 게 있어야 그 제품을 둘러보는데, 거리를 돌아다닐 때는 예

쁜 게 눈에 보이면 사야지 하고 바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니트도 

지나가다가 보고 색이 너무 예뻐서 바로 산거예요.” (연구대상

자 1; 3, 5도 동일한 내용 언급)

 

“이번 학기에 실습을 나가야해서 입을 옷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랑 브랜디랑 에이블리에 들어가 봤어요. 실습 

때 블라우스에 치마 입으려고요. 롱 치마에 블라우스요. 이미 정

해놔서 하루 정도 봤나? 어차피 사야하는 거라 지그재그랑 브랜

디랑 에이블리를 한 번씩 둘러보고 거의 바로 샀어요. 보통은 담

아놓고 1주일 정도는 고민하죠.” (연구대상자 3; 5, 7도 동일한 

내용 언급)

 

(5) 대리인 요인

2018년을 기준으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생애주기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Statistics Korea, 2021) M세대

는 패션상품의 구매 시 부모에게 의지하는 특징이 나

타났다. M세대의 부모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진 자

녀를 대신해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시작하거나, 메신

저를 통해 추천하는 상품들을 전달하는 등 자녀의 구

매의사결정여정에 함께 참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여정을 대신 시작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역할은 여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

고 있다. 실제 경험한 여정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

음과 같다.

 

 “홈쇼핑에서 산 건데 내가 산건 아니고 엄마가 고르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여기 사진처럼 가끔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보고 골라요.” (연구대상자 15; 13도 동일한 내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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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여정은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의 자극 요인으

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

험자에 따라 온라인에서만 자극여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자극여정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M세대는 온라인커뮤니티 자

극 요인과 대리인 자극 요인에서 Z세대와는 다른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2) 2단계 여정: 초기 탐색 및 평가단계

다양한 자극을 통해 이어지는 2단계 여정에서는 구

매의사결정여정이 시작되는 자극의 특성에 따라 주

로 점포에 대한 탐색 및 평가와 일부 상품에 대한 탐색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2단계 여정을 초기 탐색과 평가의 단계라고 명명하였

다. 먼저 MZ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정은 모바일 경

로를 통해 시작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앱의 사용이 일상

화되면서 패션상품의 구매의사결정여정에서도 앱을 

이용한 모바일 탐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Z세대

는 평소 모바일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답

게 구매의사결정여정 역시 초기 탐색 및 평가의 단계

에서 모바일 탐색을 시작하기 위한 점포, 즉 앱에 대한 

초기 후보군 선정이 주로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점포에 대한 평가기준은 과거 구매경험과 함께 배

송비와 쿠폰 요인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단 옷을 사고 싶으면 지그재그에 먼저 들어가 봐요. 그리

고 제일 좋아하기는 브랜디. 여기가 배송비가 없거든요. 보통 양

쪽 앱에 다 들어 가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그재그에서 본 것도 브

랜디에서 다시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배송비가 없는 브랜디에

서 사려고해요.“ (연구대상자 3)

 

 “온라인이 싸잖아요. 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온라인은 쿠폰 같은 게 많아서 티몬이나 쿠팡 이런 데는 쿠폰 같

은걸 많이 주니까 그거 다 따져서 사요. 가끔은 사려다가도 쿠폰 

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연구대상자 4)

 

반면 M세대는 Z세대와 같이 모바일 경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지만, 그 목적이 부족한 시간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나 점포에 대한 탐색과 평가의 대상이 애

고 점포에 국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M세대는 초

기 탐색 및 평가의 단계에서 구매대리인인 부모가 선

정한 상품후보군을 탐색하거나, 평소 즐겨 찾는 특정 

애고 점포에서의 상품탐색 및 평가를 통해 구매의사

결정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피

험자들은 이것은 육아와 업무 등으로 부족한 구매시

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다. 2단계 여정의 

두 세대 간의 특징은 Z세대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여정이라면, M세대는 효율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여

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Z세대의 여정에서는 상품

에 대한 초기 탐색 및 평가는 주로 오프라인 점포에서 

상품을 직접 본 경우에서만 이루어졌다. 실제 여정을 

관찰하는 과정과 과거 구매경험에서 언급된 해당 사

례는 다음과 같다.

 

 “사야 하는 게 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가지고 있는 

앱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요. 브랜드 제품 봐야 할 때는 무신사나 

에스에스지 같은데, 다른 건 지그재그나 티몬이나 쿠팡 같은데

도 가고 있는 앱 중에 선택해요. 일단 지금처럼 여기로 들어와서 

먼저 보고 다른 데로도 넘어 갈거예요.” (연구대상자 2; 3도 동일

한 내용 언급)

 

 “여긴 킨더살몬이라고 인스타에서 본 곳 인데 맘에 들어서 

그때부터 옷 살 때는 여기로 바로 오죠. 플랫폼 같은 데는 링크

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서 최대한 짧게 그냥 

사이트로 가죠. (중략) 홀리홀릭도 여기랑 같아요. 옷 사면 둘 

중 한군데로 가서 봐요.” (연구대상자 18; 15, 19도 동일한 내용 

언급)

 

“백화점에 가서 세일하거나 괜찮은 거 있을 때도 엄마가 알

려주시는데, 일할 때 좀 한가해서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고 몇 개 골랐어요. 그리고 몇 번 더 톡하면서 주고받다가 

셔츠랑 블라우스랑 하나씩 샀어요.” (연구대상자 15; 11도 동일

한 내용 언급)

“알바 가는 길에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에 갔다가 

갑자기 꽂혀서 샀어요. 원래 오프라인에서 거의 안 사는데 그날

은 보이니까 갑자기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 

입어보고 원피스 하나 샀어요.” (연구대상자 6; 2, 5도 동일한 내

용 언급)

 

2단계 여정은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 반

복해서 이루어지거나 여러 온라인 점포를 통해 반복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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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여정: 적극적 탐색과 평가단계

3단계 여정에서는 2단계 여정에서 이루어진 탐색

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탐

색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단계에서 MZ세대는 

다양한 정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

히 3단계 여정은 추가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나서 다시 

2단계 여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정보를 얻은 후 추가

적인 정보를 또 다시 축적하는 과정이 빈복되기도 한

다. 즉 내부 순환고리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여정과 3단

계 여정을 반복순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탐색에 이어 적극적 탐색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의 특성이 나타나므로 적극적 탐색과 평가단계라고 

명명하였다.

(1) 온라인 정보원의 이용

MZ세대는 3단계 여정에서 모바일 중심의 다양한 

온라인 정보원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탐색과 평가를 반복하였다. Z세대의 경우 소셜 미디

어를 통한 정보원으로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이나 ‘패

션 인플루언서’ 및 ‘패션 유튜버’의 영향을 많이 받

았는데,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라이

브나 유튜버들의 브이로그 등을 통해 움직이는 영상

정보를 제공받아 온라인 경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

었다. 그 외에도 지그재그나 브랜디와 같이 개개의 온

라인 쇼핑몰을 한곳에 모아둔 패션 플랫폼 앱을 이용

하여 상품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편리한 방법으로 비

교 평가하였다. Z세대의 경우 많은 정보를 누적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포털 사이트보

다는 모바일 앱의 고도화된 검색엔진을 통해 상품에 

대한 탐색과 평가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특징도 관

찰되었다. M세대는 다양한 온라인 정보원을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패션상품에 대한 평가 시에

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인 사

실적 정보와, 사용하거나 착용해 본 후의 사용정보인 

평가적 정보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 때 사용

된 정보는 부정적 후기일 경우 구매결정에 까지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가품과 같

은 고몰입 상표의 구매의사결정여정에서는 다양한 소

셜 미디어의 정보가 함께 활용되었다. 그 가운데 유튜

브(YouTube) 정보의 경우 사실적 정보를 중심으로, 블

로그 정보와 SNS 정보의 경우는 후기를 통한 평가적 

정보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구매의사결정여정

을 관찰하는 과정과 과거 구매경험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그재그는 검색할 때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

요. 그래서 검색할 때 제가 원하는 것만 골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네이버는 그런 거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긴 너무 30대 스

타일 같아서 잘 안 봐요.” (연구대상자 3; 4, 6도 동일한 내용 언급)

 

“패션상품을 사야할 게 있으면 먼저 유튜브에서 검색부터 

시작해요. 하울 영상이랑 브이로그를 보는데 유튜버들이 상품

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줘서 좋아요.” (연구대상자 

8; 7도 동일한 내용 언급)

“바지는 밑위 사이즈가 중요한데, 일단 모델 입은 핏 먼저 봐

요. 그리고 후기를 보는데 핏이나 밑위가 이상하다는 말이 있으

며 안 사요.” (연구대상자 12; 11, 19도 동일한 내용 언급)

“샤넬에서 사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유튜브에서 1년 후기 이

런 걸로 실제 사용 후기 위주로 찾아봐요. 거기서 사이즈가 생각

보다 크다거나 이런 걸로요. (중략)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단 댓글도 다 읽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

는지 궁금해서요.” (연구대상자 17; 19도 동일한 내용 언급)

 

(2) 경험적 데이터 정보의 이용

MZ세대는 이 단계에서 과거의 구매경험을 통해 축

적된 정보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Z세대는 평소 지속

적인 탐색활동을 통해 축적한 패션상품과 점포에 대

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저장 기능이나 폴더생성 기능

과 같은 기술적 서비스를 활발히 사용하였다. 특히 목

록생성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 구매한 품목에 대한 과

거 데이터를  적극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정보원으로

까지 활용하는 특징을 관찰하였다. 실제 구매의사결

정여정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

음과 같다. 

 

 “바지는 제가 키가 좀 큰 편이라 잘 맞는 걸 파는 곳들이 정해

져 있거든요. 주로 이 사이트에서 사니까 살 때 구매했던 구매이

력 확인해서 치수, 상세 사이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연

구대상자 4; 2, 6도 동일한 내용 언급)

 

(3) 인적 정보원의 이용

인적 정보원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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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금까지 구매행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Z세대의 경우 패션상품에 대한 

정보탐색과 평가의 과정에서 인적 정보원을 거의 이용

하지 않았으며, 유대관계에 있는 친구라도 정보원으

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세대

는 적극적 탐색 및 평가의 단계에서 친구나 가족과 같

이 실생활 속에서 유대를 맺어온 인적 정보원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대를 형성한 비대면 관계

의 인적 정보원도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

인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간접적 관계형성으로 

항상 소통하기를 희망하는 M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

과로 유추된다(Park, 2020). 실제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관찰하는 과정과 과거 구매경험에서 언급된 해당 사

례는 다음과 같다.

 

“옷은 거의 다 혼자 인터넷으로 보고 사는 거니까 친구들이

랑 옷 사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보통은 그냥 리뷰보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연구대상자 1; 2, 6, 8, 10도 동일한 내용 언급)

“여기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 추천하는 거 좀 더 많이 봐요. 취향이 비슷해요. 꼭 구매대행 

직접 하는 사람들 아니라도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사이즈 작게 

나왔거나 재질 같은 것도 알려주고 후기 올린 거에 평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보고 참고하죠.” (연구대상자 14; 11도 동일한 내

용 언급)

“엄마한테 물어봤죠. 색이 나랑 어울리나. 그리고 사이즈 같

은 것도 같이 좀 봐주고요. 바지도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색

도 더 산거예요.” (연구대상자 17; 16도 동일한 내용 언급)

(4) 상품의 탐색과 평가기준

3단계에서의 상품에 대한 탐색 및 평가에는 2단계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심미성, 품질, 가격, 맞음새, 유

행성, 착용모습과 소비자 리뷰의 7가지 요인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 리뷰는 구매 후 만

족감과 같은 기본 평가 외에도 착용했을 때의 맞음새

나 소재의 질감과 같이 화면에서 확인이 어려운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온라인 구매의 한계를 극

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션 관여도가 높은 일

부 소비자는 쇼핑몰의 사용자 리뷰에서 한발 더 나아

가 유튜브에서 해당 상품 사용자의 일상 영상을 찾아 

움직임을 확인 후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이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그재그에서 보고 마음에 들면 티몬, 쿠팡, 더블유컨셉 쭉 

돌면서 같은 상품 있는지 상품코드나 쇼핑몰 브랜드 검색해서 

가격비교 다하고 제일 싼데서 사는 거죠.” (연구대상자 4)

“앱 들어가서 뭐가 유행인지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컬러랑 디

자인 같은 거 같이 보고 예쁜 걸 고르죠. 초록색이 요즘 예뻐 보이

는데, 이렇게 컬러 보고 디자인 보면서 살 스타일 정하는 거죠.” 

(연구대상자 2)

“나는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유튜브에

서 다시 검색합니다. 그 옷을  입고 생활하는 일상의 영상을 찾아

보고 사용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지켜본 뒤 살지 말지 결정을 합

니다.” (연구대상자 7)

4) 4단계 여정: 구매단계

4단계 여정은 구매결제까지의 여정으로 특정 물품

에 대해 사전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매가 진행되는 

계획적 구매(Piron, 1993), 사전계획 없이 점포에 입장

하여 즉각적인 의사결정으로 구매가 진행되는 충동적 

구매, 상품에 대한 필요성은 사전에 인식되었으나 점

포에서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진 비계획적 구

매(Kim, 201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4단계 여

정은 구매단계라고 명명하였다. 4단계 여정에서도 구

매를 결정하기 전까지 3단계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보를 축적하는 내부 반복순환고리를 거치는 여정을 

거치기도 한다.

(1) 계획적 구매 

구매품목이 정해진 계획적 구매에서는 모바일 경로

를 통해 이루진 2단계 여정에서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

로 다음 3단계 여정인 적극적 탐색 및 평가가 비연속

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특히 Z세대 의 경

우 구매결제까지 탐색과 평가가 반복되는 순환구조의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거치면서 구매결제까지 많은 시

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반면 M세대는 

일반 패션상품을 구매 시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의 경우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여유의 부족으로 단순

한 경로를 통해 빠르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러나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도 고가의 고몰입 상표를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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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M세대의 계획

적 구매는 구매자의 자녀유무가 구매여정에 영향을 주

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관찰하는 과정과 과거 구매경험에서 언급된 해당 사

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주부터 청재킷 사려고 보고 있어요. 여기저기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찾아봤죠.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올라와서 좀 

더 보다가 사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괜찮아 보이는 건 여기 다 담

아 놨어요.” (연구대상자 5; 1, 7도 동일한 내용 언급) 

“킨더살몬이라고 인스타에서 본 곳인데 맘에 들어서 옷 살 

때는 여기로 바로 오죠. 플랫폼 같은 데는 링크타고 들어가고 하

는데 전 그럴 시간도 없어서 최대한 짧게 그냥 사이트로 이렇게 

와요.” (연구대상자 18; 12, 19도 동일한 내용 언급) 

(2) 비계획적 구매

MZ세대의 비계획적 구매는 각 세대에 따라 시작단

계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났다. Z세대의 비계획적 구매

는 주로 일상에서의 습관적 탐색을 통해 이루어고 있

었다. 즉 특별한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을 탐

색하는 습관적 탐색을 시작으로 3단계 여정을 거쳐 결

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그 과정이 모바일 경로

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3단계 여정이 반복되면서 탐

색시간이 소모되고 있었다. 즉 탐색한 정보를 저장하

고 다시 탐색하여 저장하면서 탐색고리의 여정을 반

복하고 있었다. 반면 M세대의 비계획적 구매는 주로 

패션상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바쁜 일과

로 인해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빠르게 진

행되고 있었다. 또한 M세대의 비계획적 구매는 대부

분이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 안

에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 구매경험

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쇼핑하는 앱을 열어보는 거 같아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워서 자주 둘러보는데, 그러면서 산 옷들이 

은근히 많아요. 원래 티셔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여

기서 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거 같아서 좀 보다

가 그냥 샀어요.” (연구대상자 4; 1, 6도 동일한 내용 언급)

“여기 원래 애들 반찬 때문에 가입한 건데, 둘러보다가 바지 

올라온 게 괜찮아 보여서 샀어요. 시간 내서 다른데 찾아보는 것

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면 갑자기 잘 사요.” (연구

대상자 11) 

“명동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

서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 들어갔다가 니트랑 조끼 하나씩 샀어

요. 뭘 사러 간 건 아닌데 일하러 나갈 때 입을 게 너무 없어서 하

나 사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연구대상자 13) 

(3) 충동적 구매

MZ세대의 충동적 구매는 각 세대에 따라 구매가 이

뤄지는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Z세대의 경

우 패션상품의 충동적 구매가 주로 오프라인 경로에

서 진행되었는데, 평소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는 과

정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부담스럽게 인식해온 

Z세대는 오프라인 점포를 쉽게 방문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점포에서 상품을 직접 볼 경우 충동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M세대의 충

동적 구매는 새로운 장소가 아닌 평소 즐겨 찾는 온라

인 애고 점포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M세대의 경우 새

로운 환경이 아닌 특정 장소에 한해 충동적 구매가 진

행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실제 구매경험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얼마 전에 에잇세컨즈 매장에서 바지 하나 샀어요. 지나다 

직접 보니 그냥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나갈 기회가 잘 없으니 더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2; 6도 같은 내용 언급)

 

“인스타에서 보고 즐겨찾기 해놓은 쇼핑몰인데 시간 될 때 

가끔 들어가서 둘러봤어요. 그러다시간이 나서 또 거길 들어가 

봤는데 니트가 예쁘더라고요. 사려던 것도 아니고 좀 비싼데도 

그냥 사보고 싶어서 일단 샀어요.” (연구대상자 17; 16도 같은 내

용 언급)

5) 5단계 여정: 구매 후 단계

구매 이후에는 구매가 이루어진 모바일 앱에 대한 

조치에서 MZ세대의 특징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5단

계는 구매 후 단계라고 명명하였다. Z세대 소비자는 구

매에 만족한 경험을 한 경우에는 구매가 이루어진 쇼

핑 앱을 계속 유지하고, 앱에서 제공하는 즐겨찾기 기

능을 통해 쇼핑 앱 내부에 입점해 있는 업체 또는 상품

을 저장하였다. 그러나 불만족한 경험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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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망설임 없이 삭제하여 적극적인 불만 행동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세대는 점포나 브랜드

에 대한 애고가 한 번 형성되면, 만족한 경우 해당 점포

와 브랜드에 대한 애고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

났다. 그러나 불만족한 경험을 한 경우에도 앱을 쉽게 

삭제하지 않아 불만족에 대한 후속 행동이 Z세대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불만족한 경험

에 대한 후속 행동으로 반품행동과 구전행동이 나타

났다. 그러나 반품을 번거롭게 인식해온 일부 소비자

는 반품 대신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폐기하는 등

의 후속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경험을 공유하

는 구전행동에서도 M세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

를 통해 유대가 형성된 정보원들과 유명상표의 상품

을 구매한 경험을 공유하는데 반해, Z세대는 자신이 

경험한 의견을 타인과 나누지 않았다. 실제 구매경험

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고 나서도 친구들이랑 따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어요. 리

뷰도 보기만 하지 남기진 않고요.  이번에 셔츠를 사고 나서 그 

앱은 지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해요. 그래서 브랜디도 

지웠어요. 블로그에서 팔 것 같은 옷을 팔더라고요.” (연구대상

자 1; 2, 8도 동일한 내용 언급) 

“이 앱은 여기 들어가 있는 쇼핑몰들을 따로 저장할 수 있거

든요. 상품이랑 쇼핑몰이랑 나눠져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쇼핑

몰들만 리스트로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산 블라우스도 여기 저장

해 놓은 쇼핑몰에서 산거예요. 저번에 샀던 블라우스가 다 괜찮

더라고요. 저장한 다음부터는 블라우스 살 때 여기 먼저 보고 다

른 데로 넘어가요. (중략) 마음에 안 드는 건 무료반품 아니면 배

송비도 아깝고 귀찮아서 그냥 안 입거나, 다른 사람 주거나 보통

은 그래요.” (연구대상자 2; 1, 3, 4, 6도 동일한 내용 언급)

“여기 카페는 등급이 올라가려면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거든

요. 카페회원들 인증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사람들이 인

증사진 많이 올리는데 저는 사진까지 열심히 올리진 않아도 간

단한 리뷰 정도는 올리기도 해요.” (연구대상자 14; 17도 동일한 

내용언급)

“구매한 물건이 이상해도 반품은 안 해봤어요. 별로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계속 실패하면 다른 사이트를 다시 찾아보겠지

만 몇 번 그런 건 그냥 넘어가요.” (연구대상자 19; 16도 동일한 

내용언급)

이상의 여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1단계 여정은 구

매 전 자극단계 여정으로, 2단계 여정은 초기 정보탐

색과 평가단계 여정으로, 3단계 여정은 구체적이고 적

극적 정보탐색과 평가단계 여정으로, 4단계 여정은 구

매단계 여정으로, 5단계 여정은 구매 후 단계 여정이

다. 이중 2단계 여정과 3단계 여정은 왔다 갔다 하는 

순환이 반복되는 탐색고리 여정을 나타내고 있고, 3단

계 여정과 4단계 여정도 구매가 이루어지길 때 까지 순

환이 반복되는 탐색고리 여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은 이런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경험으로 애고도 점포를 

중심으로 후속 여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6) MZ세대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에 나타난 

단계별 특징의 비교

앞의 M세대와 Z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정에서 나

타난 특성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2). 그 

결과 1단계 여정에서 Z세대는 모바일 경로에서의 습

관적 탐색활동으로 축적한 사실적 정보들을 중심으로 

여정을 시작하였고, M세대는 유대관계로 형성된 다

양한 인적 정보원에 영향을 받아 여정을 시작하였다. 

여정을 시작하는 자극의 원천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

타났다. 또한 이 여정에서 MZ세대는 모두 소셜 미디

어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M세대가 소셜 

미디어 내부에서의 탐색활동에만 집중하는데 반해, 

Z세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자 쇼핑몰의 SNS 계정까지 활용

함에 따라 M세대보다 소셜 미디어로부터 더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정보탐색이 이루

어지는 2단계 여정에서는 MZ세대는 모두 모바일 경

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Z세대가 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

해 모바일 상의 점포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에 대한 초

기 탐색 및 평가를 하는 반면, M세대는 구매에 필요한 

시간을 보완하고자 탐색과 평가의 대상을 애고 점포

에 국한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상품에 대한 탐색과 평

가는 시간이 부족한 M세대의 경우 정보를 탐색하는 

2단계 여정에서 구매대리인인 부모가 선정한 상품후

보군을 이용하거나, 평소 즐겨 찾는 특정 애고 점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극적 

정보를 탐색하는 3단계 여정은 MZ세대 모두 온라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Z세대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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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을 주로 이용하여 인적 정보원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은데 반해, M세대는 사실적 정보와 함께 인적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평가정보를 함께 이용

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보원과 정보에서 세대 간 차

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4단계 여

정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계획적 구매과정에

서 Z세대의 경우 모바일 경로를 통해 구매결제가 이루

어지는 순간까지 탐색과 평가가 비연속적으로 반복되

는 순환구조의 긴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가지는 반면, 

M세대의 경우 일반적인 패션상품에 한해 빠르게 구

매까지 도달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러나 M세대라

도 고가의 고몰입 상표를 구매하는 경우는 Z세대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비연속적으로 반복순환하는 구조

의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5단계 여정인 구매 후 단계에서는 Z세대는 구

매결과에 불만족한 경우, 구매의사결정여정에 사용

된 모바일 앱을 삭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세대의 경우 점포

나 브랜드에 대한 애고가 한 번 형성된 이후에는 쉽게 

애고가 약화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났다. 즉 불만족한 

구매결과에도 앱을 삭제하는 등의 후속 행동은 나타

나지 않았다.

 

2. MZ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

정 모델 및 비교

참여관찰를 통해 MZ세대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

정여정의 단계와 과정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일방향

Purchase 

journey
Generation Z consumers Generation M consumers

Trigger

stage

(1st stage)

- Accumulated factual information from repeated rou-

tine search via mobile channel affects the initiation of 

a decision journey later. 

- SNS information is used as an assistive tool for spee-

dy search for the key information about online shop-

ping malls.

- SNS is used in diverse ways.

- Information from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from 

on/offline channels affects the initiation of decision 

journey. 

- SNS is used throughout the decision journey.

Initial search 

and 

evaluation 

stage

(2nd stage)

- An initial set is selected for mobile search on shopping 

apps. 

- An initial set is selected based on aesthetic stimulus 

from offline stores.

- An initial set is selected from a patronized store to 

save time.

- An initial set is selected through a proxy.

-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is used.

Active search 

and 

evaluation 

stage 

(3rd stage)

- Almost all information is searched for  online channels 

and experience data.  

- Factual information is used more than other people's 

opinions. 

- Personal information source hardly affects the deci-

sion.

- Factual information is used along with evaluative in-

formation, which reflects subjective opinions.

- They us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ran-

ging from direct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to con-

tactless personal information sources through online 

community.

Purchase 

stage 

(4th stage)

- Planned purchase takes much time to arrive at the pur-

chase stage.

- Married female consumers with children take a quick 

decision journey to reach the purchase stage of plan-

ned purchase or unplanned purchase.

- Unlike Gen Z, no impulse purchase was observed. 

This may be due to their lack of time for impulsive 

purchase.

Post-purchase 

stage

(5th stage)

- As a post-purchase behavior after experiencing dis-

satisfaction, they deleted the store app they used to 

like. 

- They do not share their experience with others. 

- Once patronage is formed, they are less likely to turn 

away from the patronized store even after experien-

cing dissatisfaction.

- They share their purchase experience with informa-

tion sources they built ties with.

Table 2.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 M and generation Z in each stage of the fashion product decision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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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정보다는 구매의사결정여정 단계를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을 가진 모델이 필요하였다. 순환모델 

중에도 M세대와 Z세대는 각각 어느 여정을 더 많이 

반복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달랐으며, 이런 특징이 모

델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진행된 분석들을 바탕으로 반복순환되는 구조로 이

루어진 MZ세대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의 반

복순환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구매의사결정

여정 중에도 내부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이다.

MZ세대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은 자극단

계, 초기 탐색 및 평가단계, 구체적이고 적극적 탐색 

및 평가단계, 구매단계, 구매 후 단계, 후기 구매여정

이 반복순환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MZ세대의 구매의

사결정여정은 초기 탐색 및 평가와 구체적 탐색 및 평

가의 단계에서 순환반복되기도 하고, 구매단계에서 

이전 단계인 탐색 및 평가의 단계로 되돌아가기도 한

다. 다시 추가적인 정보탐색과 평가를 거쳐 구매단계

로 진행되는 내부 순환고리를 거쳐 순환적 여정을 치

기도 한다. 이 여정은 온라인 경로와 오프라인 경로를 

넘나들며 이루어졌고, 구매 후에는 구매경험을 토대

로 빠른 후속 여정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여정을 반

복순환되는 모델로 제시하였다. 모델 중 정보탐색을 

반복하는 내부 순환을 탐색순환고리라 명명하였고, 

애고도 점포에 대한 후속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애고도 

고리라 명명하였다(Fig. 2)‒(Fig. 3).

 

1) Z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

Z세대는 일상 속에서 패션상품에 대한 탐색과 평가

를 반복하는 탐색순환고리를 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평

가를 위해 초기 탐색 및 평가와 구체적 탐색 및 평가의 

여정을 왔다 갔다 순환반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Z세

대의 구매여정은 반복순환하면서 정보축적이 이루어

지는 탐색순환구역과 실제 구매와 구매 후 행동이 이

루어지는 구매구역으로 이원화하였다(Fig. 2). 이원화

된 구매의사결정여정 가운데 탐색순환구역은 초기 탐

색 및 평가단계와 구체적 탐색 및  평가단계가 탐색순

환고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구역이다. 특히 

탐색순환구역의 여정에서는 앱의 효율적 도구를 이용

하여 지속적인 탐색과 평가가 반복되면서 많은 시간

이 소모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탐색구역에서 이

뤄지는 지속적인 탐색과 평가의 순환과정은 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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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tion Z consumers' fashion product decision journ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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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매의사결정여정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Z세대는 이 과정에서 축척된 정보를 효

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다.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디

지털 친화적인 행동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구

매구역은 실제 구매와 구매 후 경험을 통한 후속 행동

이 나타나는 구역이다. 구매구역에서는 구매라는 뚜

렷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축적된 정보들을 적극적

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구매 직전까지 

탐색과 평가의 과정이 반복되는 탐색고리를 순환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모바일 친화적인 Z세대에게 정보

탐색활동은 일종의 놀이과정인 것이다. 특히 구매구

역의 여정이 모바일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정보

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보탐색

과 평가가 활발히 이뤄진다. 따라서 구매가 이루어지

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특징을 가진다. 구매 후 

경험단계에서는 구매결과에 만족한 경우 앱을 유지하

고, 해당 점포와의 애고를 형성한다. 이후 애고 점포에

서 새로운 구매의사결정의 순환여정이 이루어진다. 

모델의 애고 점포 내에서 이뤄지는 후속 구매의사결

정여정은 이전 구매여정과 구분하고자 모델에서 애고 

점포 내 여정으로 애고도 구매의사결정구역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은 빠르게 구매가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실제 구매경험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

는 다음과 같다.

 

“버릇처럼 지그재그에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한 두 개씩 장

바구니에 넣으니까 여긴 뭐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

단 다른 데 둘러보기 전에 여기 먼저 살펴보게 되요. 지금처럼 진

짜 사려고 할 때는 더 그렇죠. (중략) 폰으로 보는 거니까 힘들지

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결제까지가. 원래 치마는 여

기서 찜해 놓은 것 중에 그냥 사려다가 결제하기 전에 인스타에

서 괜찮은 걸 봐서 다시 거기서 좀 더 찾아 봤어요, 북마크로 저장

하면서. 근데 사진 않았어요. 쉴 때 다시 브랜디에서 좀 더 봤는

데 괜찮은 게 몇 개 있어서 일단 저장해놨어요.” (연구대상자 7; 

1, 2, 3, 4, 6도 동일한 내용 언급) 

2) M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

M세대의 구매여정도 Z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정

과 같이 5단계를 거쳐 가는 순환모델이지만, 구매경험

을 활용하여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에서 소모되

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세대의 구

매의사결정여정에서는 애고도 구매고리로 형성된 애

고 점포 구매순환과정이 중요한 여정이었다(Fig. 3).

M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에서는 애고도 구

매고리로 연결된 새로운 구매순환 여정을 주요 여정구

역으로 분류하였다. 애고도 구매고리의 후속 여정은 이

미 애고도가 형성된 점포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구매의사결정여정이 빠르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M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에서는 

이후 빠르게 전개되는 후속 여정을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연구대상자 18). M세대 모델은 구매의사결정여

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후속 여정에서 애

고 점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M세대만의 여정 특

징을 반영한 모델이다. 실제 구매의사결정여정을 관

찰하는 과정과 과거 구매경험에서 언급된 해당 사례

는 다음과 같다.

 

“킨더살몬이라고 인스타에서 본 곳인데 맘에 들어서 그때

부터 옷 살 때 여기 바로 오죠. 플랫폼 같은 데는 링크타고 들어가

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서 최대한 짧게 그냥 사이트로 오

죠. 가격대도 다양하고 여기가 스타일도 맞아서 그냥 여기서 사

요. 홀리홀릭도 여기랑 같아요. 옷 사면 여기나 여기로 가서 먼저 

봐요. 다 괜찮아요.” (연구대상자 18; 16, 17도 동일한 내용 언급)

 

이상으로 MZ세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여정 모

델을 비교한 결과, 여정이 진행되는 단계는 모두 5단

계 여정과 후속 여정으로 나타나 세대 간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Z세대 소비자 모델에서는 지속적 

탐색을 즐기는 탐색구역과 실제 구매구역으로 이원화

되어 제시되었으며, 이중 정보탐색구역은 오랜 시간 동

안 반복되는 일종의 놀이문화여정이었다. M세대 소비

자 모델에서는 애고도 고리로 연결된 새로운 순환과정

을 주요 구매의사결정여정구역으로 제시되었다. Z세

대는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로 1주 이상이고, M세

대는 1~2시간이나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였다. 즉 

세대 간 특성이 반영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

은 주요 여정구역과 구매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에스노그라피 연구방법을 통해 MZ

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에 나타나

는 여정단계별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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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을 개발, 비교하였다.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의사결정여정의 시작을 

자극하게 되는 단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습관 

요인, 온라인 커뮤니티 요인, 소셜 미디어 요인, 심미

성과 상황적 필요성 요인, 대리인 요인이 확인되었다. 

Z세대는 여가 시간 동안 유희적 성격의 탐색과 평가를 

통해 정보를 쌓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Z세대에

게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놀이문화로 그 과정에서 축

적된 정보들은 정보허브로써 이후 구매의사결정여정

의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세

대는 온 ·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유대관계로 맺어진 다

양한 인적 요인들에 의해 여정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M세대는 평소 공통의 관심사와 취향 등을 중심으로 

유대감을 형성해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본인에게 맞는 공유정보들

은 자연스럽게 여정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둘째, 초기 탐색 및 평가의 단계에서 MZ세대는 모

두 모바일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나타

났다. Z세대는 다양한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모바일 

점포인 모바일 앱에 대한 초기 탐색 및 평가를 진행하

였고, 이 때 과거 구매경험과 함께 배송비와 쿠폰여부

가 평가에 사용되었다. 반면 M세대는 출산과 육아로 

부족해진 시간을 보완하고자 주로 애고 점포에 국한

된 탐색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초기 탐색 및 평가의 대

상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 M세대는 구매대

리인인 부모가 추천한 상품후보군이나 평소 즐겨 찾

는 특정 애고 점포 내 상품을 위주로 탐색하여 여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 탐색 및 평가의 단계에서 MZ세대는 온라인 매

체 정보원, 경험적 데이터 정보원, 인적 정보원을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모바일 경로를 통한 

탐색활동에 익숙한 세대인 만큼 개인적이고 독립적

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탐색 및 평가의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축적해 

온 데이터나 온라인 매체정보와 같이 주체적으로 탐

색할 수 있는 외부 정보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M세대의 경우 온 · 오프라인에서 유대를 

형성한 다양한 인적 정보원들을 통해 사실적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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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neration M consumers' fashion product decision journe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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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주관적 의견이 포함된 평가적 정보까지 제공받

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상품에 대한 탐색 및 평가에는 심미성, 품질, 가격, 

맞음새, 유행성, 착용모습과 소비자 리뷰의 7가지 요

인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M세대

를 타깃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온라인 후기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정보공유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바

일 상의 기술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넷째, 구매단계의 결제까지의 여정에서는 

MZ세대의 패션상품 구매유형을 계획적 구매, 비계획

적 구매, 충동적 구매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온라인 경로를 통한 계

획적 구매과정에서 Z세대는 구매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탐색과 평가를 비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순환

구조의 긴 구매여정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M세

대 중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은 단일 경로로 빠르고 

간결하게 계획적 구매를 진행하였다. Z세대의 계획적 

구매유형과는 상반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Z세

대는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로 1주 이상이었고, 

M세대는 1~2시간이나 1~2일 정도 소요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비계획적 구매에서도 계획적 구매와 같이 온

라인을 통해 구매의사결정여정을 진행할 경우, Z세대

는 계획적 구매만큼이나 구매여정을 신중하게 진행하

고 있었고, 일부 구매여정에서는 결제까지는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결제의 포

기가 아닌 중단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향후 구매가 재개되어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

문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촉진 전

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타

깃 공략에는 방문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방문자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탐색과 평가의 과정에서 로그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전략 마련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M세대의 비계획적 구매는 대부분 주요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에 따라 그 과정

이 일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M

세대의 점유율을 넓히고자 하는 업체들은 경로에 상

관없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여정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Z세

대의 충동적 구매는 주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나타

났다. 이는 충동적 구매행동이 오프라인 점포보다 인

터넷 쇼핑몰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전 연구(Kim, 

2008; Lee, 2011)의 결과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다섯

째, 구매 후 단계에서 Z세대는 모바일 경로를 이용한 

경우, 만족여부에 따라 앱을 유지하거나 삭제하는 등

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유지된 모바일 앱은 이후의 구매여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애고도가 빠르게 형성되는 특징

이 나타났다. 그러나 설치와 제거가 쉬운 모바일 앱의 

특성 상 불만족했을 경우 손쉽게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앱의 삭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M세대는 브랜드나 점포에 대한 애고가 

한 번 형성된 이후에는 불만족한 경험을 했더라도 애

고가 형성된 애고 점포나 브랜드를 이탈하지 않고 후

속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M세대 소비자와의 

애고도 형성이 고객이탈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전

략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의 단계별 특징

을 반영하여 MZ세대에 적합한 구매의사결정여정 모

델을 개발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앞에서 밝힌 자극단

계, 초기 탐색 및 평가단계, 구체적 탐색 및 평가단계, 

구매단계, 구매 후 단계를 거쳐 후기 구매의사결정여

정이 반복순환하는 모델이다. 특히 이 모델은 탐색이 

반복순환되는 내부 반복순환구조인 탐색순환고리와, 

빠른 후기 구매의사결정여정인 애고도 구매고리를 제

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Z세대가 일상 속에서 스

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놀이하듯 패

션상품에 대한 탐색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Z세대 소비자의 패션상품 

구매의사결정여정 모델에서는 순환구매여정을 탐색 

및 평가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으로 나누어 정보축

적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탐색순환구역과 실제 구매가 

이뤄지는 구매순환구역으로 이원화하여 제시하였다. 

M세대는 구매경험을 통해 이미 애고가 형성된 점포를 

활용하여 패션상품 구매여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절

약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M세대의 구매의

사결정여정 모델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애고도 구매

고리로 연결된 여정을 주요 여정구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MZ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정 모

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일방향적 모델이나 Court et al. 

(2009)의 순환모델과는 달리 단계별 여정들이 서로 왕

복 반복되는 탐색고리를 가진 반복순환식 구조의 모

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모델 자체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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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뿐 아니라 모델 내에서 반복순환되는 탐색순환고리

와 애고도 고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존 모델에 없

는 특징이다. 또한 모바일의 생활화 등으로 늘 구매자

극을 받는 다양한 자극단계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긴 

시간 탐색과 평가를 거치는 Z세대의 구매의사결정여

정이 반영되어 여정에 소모되는 시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는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하여 개

발된 모델의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모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구매채널에 대한 여정의 특

징들도 살펴보고, 구매의사결정여정에 따라 중요시

하는 구매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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