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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Z세대가 미디어와 친숙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이자 디지

털 기기를 정보 습득 및 소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시청과 이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Z

세대의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과 동기, 시청 영상의 내용, 그리고 패션

유튜버에 대한 감정, 인식, 행동과 같은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

으며, 궁극적으로는 패션 유튜브 영상의 시청경험이 Z세대의 외모에 대

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유튜브의 특성을 밝히

고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패션 유튜브의 영상을 중

심으로 Z세대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밝힌다. 셋째, 패션 유튜브가 Z세

대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사례연구와 심층 면접법

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Z세대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패션

유튜브를 패션 미디어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미디어가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통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는 사례연구로 Z세대가 주요하게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 영

상의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패션 유튜브 시청경험이 있는 Z세대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Z세대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와 패션

유튜브 소비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과 미디어 태도를 분석한 결과,

Z세대에 있어 패션 유튜브 시청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여가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었다.

Z세대는 특정 패션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패션 코디네이션 영상을

시청하며 쇼핑 시 이를 참고하거나, 외모 콤플렉스를 보완·개선하기 위



한 목적으로 본인의 생김새나 패션 취향이 비슷한 유튜버를 선택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Z세대의 패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시청

자들은 특정 유튜버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며 팬의 입장에서 영상의 지속

적인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유튜버에 대한 신뢰 정도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유튜버와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제한적인 유대를 형

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미디어 내

유튜버와의 관계 형성에는 적극적인 반면, 현실에서 유튜버와 더욱 친해

지거나 일상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의 개인주의 성

향과 타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다소 소극적인 관계 형

성으로 제한되었다.

셋째, Z세대 내 연령대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따라 유튜브 이용 동

기와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성인의 경우

글이나 이미지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션

유튜브를 이용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정보 습득과 더불어 유명 유튜

버의 팬으로 활동하며 소속된 집단 내에서 유사한 패션 취향과 새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또래 간 유대감 형성을 추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넷째,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시청이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Z세대는 전반적으로 높은

외모 관심도를 보였으며, 본인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외모 가

꾸기에 관한 정보들을 각종 소셜 미디어나 영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집

하고 있었다. 이에 높은 수준의 미디어 노출과 일상적인 패션 유튜브 시

청은 본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

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상을 시청하며 본인의 얼굴이나 몸에 대한 감시

가 증가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영상 속 다양한 인물들을 접하며 이를 개

성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외모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상반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는 신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

도 영상을 시청하며 이를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따라 해보거나 본인의 취



향을 반영한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여 패션 유튜버의 패션 스타일을 부

분적으로 모방해보는 행위로 구체화 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는 유튜브 속에

서 정보 생산 및 공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재미나 호기심을 충족하고 간접 경험을 축적하는 등 패션 유튜브의 소비

에 있어 정보 습득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Z세

대는 연예인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개인주의 성향,

그리고 유행에 관심이 많고 개성표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일부 특성들

이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는 행위와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일부 드러난다

는 점이다. 셋째, Z세대는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며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세대로 떠오르는 Z세대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주요하게 소비하는 유튜브라는 미디어 환경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집단의 특성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Z세대가 관심을 갖고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가

이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패션 미디어로서 유튜브가 앞으로 나아

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논의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Z세대, 패션 유튜브 소비, 미디어 태도, 외모에 대한 인식,

외모관리행동

학 번: 2017-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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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미디어가 다루는 패션은 사람들이 착용하는 스타일, 외모관리에 대한

정보, 새로운 유행과 같은 내용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며 우리의 일상생

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중은 옷을 입을 때 미디어 속에 등장

하는 패션과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가 착용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며 선망

하는 대상의 외적 이미지를 모방하며 새로운 유행을 창조한다.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시대에 맞는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해 외모를 관리

하기에, 미디어는 외모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며 본인의 신체 이미

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국내에서는 패션 제품의 빠른 유행 및 확산과 유명인의 효과로 인해

다수 여성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과 관리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디어에 나타난 외모 담론을 분석한 안진현

(2018)은 국내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구체

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으며, 미디어가 단순히 외모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외모관리를 돕는 상업적인 기업들과 연

계하여 외모에 대한 단편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미숙(2017)은 한국인이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관리

에 집착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

이 크다고 하였으며, 올바른 미디어의 이용을 위해서는 시청자의 단순한

미디어 노출이나 관여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외모 관련 프로그램

이나 광고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정보, 함축한 의미, 그리고 시청자들의

메시지 해석과 수용과정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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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최근 미디어 및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외모관리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과 패션·뷰티 기업의 마케팅 대상의 연령

층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소비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예측되는 Z세대(Generation Z)에 주목하고 있다.

Z세대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용어로, 국

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의 Z세대는 646만 명으로 전체 인

구의 12.5%를 차지한다. 이중 성인은 336만 명으로, Z세대를 구성하는

성인 비중이 절반(52.0%)을 넘어섰다(최지웅, 2019). Z세대는 소셜 네트

워크에서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유튜브(You

Tube) 속 1인 미디어(One person-media)들이 제작하는 동영상을 시청

하며 재미와 정보 획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세력이

자 글로벌 시장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성세대가 구글,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위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 Z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의 형태로 사회 문제부터 식도락, 음

악, 유행에 이르는 문화 콘텐츠까지 폭넓게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패션 및 화장품업계가 외모관리에 관심이 많은 Z세대를 대상으

로 한 마케팅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 패션 산업의 주요한 키

워드는 Z세대로, 2018년 한국패션협회가 패션뉴스 3500건과 주요 포털의

패션 관련 빅 데이터 80여만 개를 분석한 결과, 패션업계의 기획 및 마

케팅에 이르는 전반적인 유통 흐름이 Z세대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김포그니, 2019). Z세대는 패션·뷰티 영상을 일상의 외모관리에

참고할 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에 있어 유튜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유튜버의 인지도

가 높은 경우 이들은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이자 연예인 수준의 팬덤(Fandom)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Z세대에게

패션 유튜버는 패션 정보원이자 모방의 대상이 되어 Z세대의 외모 관심

과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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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뷰티 유튜브 이용 동기를 분석한 정용국(2018)은 여대생들이

유튜브에서 화장 방법, 화장품에 대한 정보, 트렌드 등 필요한 정보를 구

체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정보 추구의 동기와 오락적 동기가 많이 나타남

을 밝혔고,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 유튜버가 화장하는 과정을 시청하며

대리만족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청

소년의 신체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튜브의 뷰티

및 건강 콘텐츠의 지속적 시청이 청소년의 부정적인 신체상 형성과 신체

불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 이숙정,

2019). 이에 패션 유튜버의 신체적 매력과 외모를 주제로 한 영상 기반

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외모 관심도가 높은 Z세대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Z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학계에서도 초기 단계이

기는 하나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해외에서는 Z세대를 미래의

혁신 세대로 보고, 스마트 리테일 환경은 무엇이며 이를 누리게 될 Z세

대의 기대감은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Priporas 외, 2017).

국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교육방법에 있어 Z세대가 이전 세대와

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미래의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교육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최인영, 20

15). Z세대를 신세대로 정의하고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한 박혜숙

(2016)은 Z세대가 신기술에 민감하고 이를 자신의 소비에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는 점을 들어, Z세대의 특징을 반영한 마케팅을 활용하여 국내 산

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을 제안하였다. Z세대의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슬기(2017)는 Z세대 여성의 쇼핑성향과 의복 소비의 구

매과정을 밝히는 심층 면접을 통해 미디어와 사회활동과 같은 요인들이

Z세대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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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위와 같이 Z세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Z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Z세대가 이용하는 미디

어 환경과 그 속에서 이들의 큰 관심사인 외모 및 유행을 전달하는 영상

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Z세대의 관심

사를 토대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을 파악하는 연구는 새로운 세대를 이

해하는 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Z세대가 미디어와 친숙한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이자

디지털 기기를 정보 습득 및 소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Z세

대의 유튜브 소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Z세대가 시청하는 패

션 유튜브의 특성과 영상의 주요한 내용 및 유형은 무엇이며, 패션 유튜

브 영상과 패션 유튜버에 대한 감정, 인식, 행동과 같은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패션 유튜브 영상의 시청경험이 Z세대의 외

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연구문제1. 패션 유튜브의 특성을 밝히고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을

분석한다.

연구문제2. 패션 유튜브의 영상을 중심으로 Z세대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밝힌다.

연구문제3. 패션 유튜브가 Z세대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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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새롭게 떠오르는 Z세대에 관한 연구를 질적

으로 접근하여 의류학에서 연구 분야의 확장성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전통 매체인 TV에 등장하는 연예인을 모방하는

측면의 시청자 외모관리행동을 주로 다루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

모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패션 유튜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Z세대 시청자의 반응 및 행동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패션 미디어로서 유튜브의 새로운 측면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또한, 연구를 통해 Z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주요한 소비 세력으로 등장한 Z세대를 겨냥한 미디어 및 패션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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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방법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와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인 심층

면접법을 함께 수행하였다.

제 1 절 문헌 연구

질적 연구의 과정에서 문헌 연구가 갖는 의미는 연구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

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진행하는 연구가 학문 분야에 있어 새로운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Merriam & Tisdel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해외 보고서와 논문, 최신 뉴스 기사 및 서

적을 활용하여 Z세대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Z세대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세대의 성향과

특성들이 어떠한 환경 하에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패션 유튜브

의 주요 시청자인 Z세대의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있어 집단적인 특성을

연관 지어 설명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튜브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튜브 내 한 분야로 자리매김 한 패

션 유튜브 및 패션 유튜버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기능적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기

에,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 미디어의 관

점에서 패션 유튜브와 패션 유튜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션 유튜

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의 질문지 구성을 위해 TV, 잡지와

같은 전통 매체가 개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에 근간하여 심층 면접의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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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패션 유튜브에 알맞도록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 2 절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관찰되는 현상을 그 빈도와 분포에 따라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

구문제를 일상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기에 새로

운 사회현상에 접근할 때 적합하다(Flick, 2009).

1. 사례연구

사례연구란 단독 혹은 작은 수의 단위로 구성된 사례에 대한 매우 구

체적인 연구방법이다(Punch, 2005).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에 앞서 패

션 유튜브 영상을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영상의 유형 분석을 진행

하였다. 우선 2019년 2~3월 한 달간 유튜브 검색창에서 ‘패션 제품 후기’,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 하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후, 영상을 조회

수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유튜버의 영향력 및 인지도를 평가하는 KPI’(K

ey Performance Index, 핵심성과지표)에서는 유튜브 영상의 평균 조회

수, 평균 댓글 수, 평균 ‘좋아요’수, 그리고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유튜버

의 영향력을 측정한다(닐슨 코리안클릭, 2016). 특히 영상의 조회 수는

구독자 수와 함께 유튜버에 대한 인지도와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별로 조회 수가 높은

영상 내에서 대표 영상을 선정한 후, 영상의 장면(Scene) 및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속에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서들을 도출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이하림 & 유홍식, 2017). Z세대가 주요하게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 영상

의 유형을 분석하여 심층 면접의 결과와 함께 체험의 의미를 구체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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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연구문제에 대한 깊고 풍부한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현상학적 연구

질적 연구로서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체험(Lived experience)을 탐

구하는 것으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의식에 드러나는 그대로의 현상을

해명한다. 즉, 인간이 의식하는 수준에서 신체적 체험뿐만 아니라 인지

적·감정적 체험까지 모두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탐구 대상이 된다(김영

천 & 정상원, 2017). 인간이 체험하고 겪은 내용을 통계적 방법이나 지

나친 일반화의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험 그대로의 내용

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상학적 질적 연

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인터뷰, 관찰, 경험이 직접 서술된 자료,

연구 주제에 관한 문학작품 등 다양하다(Manen, 1994).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의 한 방법으로 반(半)구조화 면접법이 널리 이

용되어왔는데, 인터뷰 중 응답자의 관점, 의견, 태도와 같은 사적인 내용

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녹취와 기록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이다. 이는 비교적 개방적인 질문의 지침 형식에 따라 피조사자의 자유

로운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Flick, 2009).

Merton과 Kendall(1946)은 반 구조화 인터뷰의 한 종류로 포커스 인터

뷰(Focused interview)를 개발하였다. 이는 미디어 질적 연구의 일환으

로, 방송의 노출이나 영화시청과 같은 자극이 있은 후 그것의 영향력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주로 대중매체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왔다. 포커스 인터뷰의 진

행 방법은 우선 주제에 대한 일반적 질문을 한 후, 피조사자에게 구체적

인 상황의 묘사를 요청한다. 이후 비구조화 질문을 위주로 인터뷰를 이

끌어가며 점차적으로 인터뷰의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터뷰의 초점을 좁히기 위해 필요시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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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을 통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식으로 인터뷰를 촉진 시킬 수 있다(Oerter 외, 1996; Flick, 2009). 〮

이에 포커스 인터뷰는 본 연구의 목적인 Z세대 구성원이 특정 매체의

이용에 따른 인식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태도

와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연령의 차이와 세대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인

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사료된다.

Giorgi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절차를 크게 네 가지의 단계

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된 자료에 대한 반복

적 읽기를 수행한다. 둘째, 반복적 읽기를 통해 자료에 내재 되어있는 의

미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부분적인 의미들로 구성된 기술 자료들을 각

의미 단위로 분류하고 병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분류·병합된 의

미 단위의 진술들을 학문적인 언어로 변환해 가며 체험을 다양한 시각으

로 바라보는 과정을 거친다. 넷째, 연구의 분석을 연구자의 기술적, 해석

적, 반성적 글쓰기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실제 체험들

이 명확하게 유형화 될 수 있어야 하며, 글쓰기를 통해 경험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어야 한다(김영천 & 이현철, 2017).

심층 면접의 대상자는 외모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주로

습득하는 Z세대로 제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통계청의 기준에

따라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어나 Z세대에 해당하는(2019년 기준

만 24~14세)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패션 유튜브의 영상

중, 패션 제품의 소개 및 후기,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 하울, 패션 트렌드

및 노하우, 패션 일상과 같은 영상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시청한 경험이

있는 Z세대 여성을 모집하였다. 선정된 면접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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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록됨

인터뷰에 앞서 예비 질문으로 간단한 인적 사항과 인구 통계학적 정보

를 물었고, 도입 질문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도 및 만족도와 같은 외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주 질문으로 패션 유튜브의 이

용 빈도, 즐겨 구독하는 영상의 종류와 내용과 같은 이용 현황을 파악한

후, 유튜버에 대한 감정, 인식, 행동 차원의 미디어 태도와 관련된 질문

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며 발생하는 외모에 대한

<표 1> 면접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정보
No      

가명* 성별 나이 학년 월 용돈

1 A 여성 25세 대학원생 20

2 B 여성 24세 대학생 30

3 C 여성 23세 대학생 70

4 D 여성 23세 대학생 80

5 E 여성 19세 고등학생 10

6 F 여성 19세 고등학생 40

7 G 여성 18세 고등학생 10

8 H 여성 18세 고등학생 5

9 I 여성 18세 고등학생 5

10 J 여성 17세 고등학생 10

11 K 여성 16세 중학생 9

12 L 여성 16세 중학생 13

13 M 여성 15세 중학생 8

14 N 여성 15세 중학생 3

15 O 여성 15세 중학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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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이에 따른 얼굴, 몸·체형 가꾸기, 의복 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외

모관리행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심층 면접을 위한 단계 및 인터뷰의 흐

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심층 면접의 단계 및 인터뷰의 흐름

Z세대의 여성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 유튜브

영상의 선호 장르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나스 미디어에서 분석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Z세대 남자 청소년의 주요한 유튜브 시청 장르는

게임인 반면, 10대 여성은 패션 및 뷰티, 드라마와 관련된 영상을 더욱

많이 시청하고 있었기에(SlideShare, 2018), 패션 유튜브 영상이 여성들

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도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험자의 표집은 현상학적 연구의 대상인 연구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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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목적적 할당 표본추출법(Purp

osive Quota Sampling)에 기반 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

들과 지인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

ng)과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지 구성은 미디어 시청,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유튜브 시청자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질문지의 형태는 반 구조적으로 준비하되, 인터뷰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조절하였다.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반 구조화 질문지는 <표 2>와 같다.

<표 2> 심층 면접의 반 구조화 문항의 구성

연구문제 조사영역, 세부질문

개인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학력), 월 용돈

홍금희. (2007). 외모지상주의 시대의 남자 대학생의 이상적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행

        동. 여성연구논집, 18, 187-214.

외모에 

대한 

일반적 

질문

◾ 현재 나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요?  

◾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많나요? 주로 어디에 관심  

   이 많습니까?

◾ 외모를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한 달에 외모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까? 

   유행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습득 하나요? 

◾ 주로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선호하는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 옷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옷을 구입 하나요?

장준수. (2011). 한국의 미디어 루키즘에 대한 연구 –텔레비전 드라마 노출과 미용성형  

        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이민경. (2015). 신 중년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 이미지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ulture Product Art 

        & Design, 42, 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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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 현황

◾ 유튜브의 평균 시청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어떨 때 시청하나

   요? 그중 패션 유튜브의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유튜브에서 팔로우하거나 즐겨 구독하는 패션 유튜버의 

   수는 얼마인가요?

◾ 유튜브에서 가장 즐겨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의 유형을 

   3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 영상을 토대로 영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영상 시청 이외에 흥미롭게 이용하는 기능이 있나요? 왜 이용하나요?

   (댓글 달기, 채팅, 카페 가입 등) 

◾ 유튜버의 영상을 선택하는 기준과 시청 이유는 무엇인가요?

◾ 패션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며 어떤 기분이 드나요? 

◾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매체 중, 패션 유튜브는 TV나 

   인터넷의 정보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유튜버에 

대한 태도

◾ 내가 시청하는 패션 유튜버의 외모, 행동, 말투가 매력적이

   라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왜 그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나요? 

◾ 패션 유튜버는 패션 분야의 전문가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

◾ 내가 시청하는 패션 유튜버는 믿을 만 한가요? 유튜버를 

   신뢰/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패션 영상을 시청하며 패션 유튜버에게 친밀감이나 유대감

   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감정을 느꼈나요?

◾ 패션 영상을 시청하며 패션 유튜버를 닮고 싶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유튜버의 어떤 점을 닮고 싶었나요?

◾ 패션 영상을 시청하며 패션 유튜버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왜 그렇게 느꼈나요?

박수연 & 황진숙. (2016). 패션/뷰티 TV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초조형학연구, 17(5), 277-288.

허정록 & 양도현. (2017). 여성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미용 

                 성형수술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4), 1315-1332. 

외모에 대한

인식

◾ 패션 유튜브는 당신에게 외모나 패션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영향을 주었나요?

◾ 패션 유튜버와 나의 외모를 비교하며 나의 외모에 만족/

   불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그렇게 느꼈나요?

◾ 패션 유튜브 시청 후 일상생활에서 나/타인의 외모를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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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여중생과 여고생이다. 청소년은 취약

한 연구 참여자 군에 해당하기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심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승인번호 IRB No.1903/001-009).

연구 참여자들은 심층 면접 전에 연구목적 및 필요성, 심층 면접의 진

행 순서 및 녹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연구 설명문을 읽은 후 연구에 동의 한

참여자에 한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면접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되었으며, 비언어적

   하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 패션 유튜브 시청 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과 얼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 패션 유튜브를 지속해서 시청하며 새로운 유행과 제품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며 나의 패션 스타일에 변화가 있었나요?

◾ 패션 유튜브를 지속해서 시청하는 것은 또래들 사이에서 

   중요 한가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외모관리

행동

◾ 패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외모관리 방법을 나의 외모를 

   가꾸는 데 적용한 경험이 있나요? 

◾ 유튜버가 제안하는 패션 코디네이션을 나의 패션에 적용한 

   적이 있나요? 똑같이 따라 했나요?

◾ 패션 유튜브에서 소개된 외모관리나 패션 스타일 중, 본인이 

   새롭게 도전한 스타일이 있나요? 

◾ 패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접하는 제품들은 나의 쇼핑 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정보를 검색하거나 참고하여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나요? (패션 제품, 뷰티 제품, 기타 제품)

◾ 패션 유튜브 시청 후 계획에 없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

  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송설설. (2018). 패션 1인 미디어 이용이 수용자 패션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챗 

       패션 공식계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이미숙 & 전지현. (2017).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객체화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9(1), 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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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어 및 문장은 연구자가 별도로 메모하였다. 심층 면접은 2019년 3

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으로, 심층 면접의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

터뷰 대상자의 거주지 근처 카페, 도서관, 또는 교내 연구실에서 이루어

졌다.

위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

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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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Z세대의 개념 및 특성

Z세대는 주로 신문기사나 산업 분야에서 특정 연령층의 마케팅 차별

화를 위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또한, 세대의 구분에 있어 Z세대는

이전 세대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Generation Millennial)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유사점도 있지만, Z세대만의 두드러지는 특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새로운 세대로서 Z세대의 개념과 특성을 살

펴보았다.

1. Z세대의 개념

최근 새로운 세대로 주목받기 시작한 Z세대는 1995년에서 2005년 사

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Y세대와 X세대에 이어 알파벳의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세대이자 신인류라는 의미에서 ‘Z세대’라고 호명되기

시작했다(박정훈, 2019). 수많은 미디어와 서적, 그리고 학계에 이르기까

지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며 바로 앞 세대인 밀레니얼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청소년기 때부터 디지털

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최초의

세대로 정의된다(조해진, 2018).

Z세대는 2015년 기준 이미 6000억 달러 상당의 가계 소비에 있어 제

품·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Z세대가 차세대를

이끌어갈 세대이자 2020년까지 미국의 전체 소비자 중 40%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양희동, 2018). 이에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

mes)』에서는 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의 끝에 Z 알파벳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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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매일 36만

1000명이 태어남에 따라 Z세대의 규모는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주간무역, 2015). 국내 통계청에서도 Z세대를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정의하고 있으며(통계청, 2019), 1980년대에서 200

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뒤를 잇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될 세대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Z세대는 아날로그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세대와는 차별화된 미디어 수용 행태를 보여주고 있

기에, 급변하는 트렌드와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Z세대와 미디어를

연관 지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Z세대의 특성

2015년 Z세대의 특성을 밝힌 코트라(Kotra) 보고서와 논문, 뉴스 기사

및 각종 서적을 종합한 결과, Z세대의 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났

다.

첫째, Z세대는 디지털을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디지털 매체를 접한 밀레니얼 세대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TV,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와 친숙하

며 평균적으로 5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홍수

속에서 자라난 세대이다(Study international staff, 2019). 특히 이들은

이미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 이용이 활발한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로,

이러한 온라인 기술의 발달은 젊은 층이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공유를

더욱 쉽고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Chau, 2010).

한국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3G 통신망과 스마트

폰의 보급을 통해 디지털 시대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는 연령층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보급 이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젊

은 층은 음성통화나 문자 메시지보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채팅 및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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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다수와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개인 생활을 즐기면서도 공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한 가능하기에,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탐색하는 젊은 층에

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 소비는 또래들의 관계 형성, 정체성의 표

현, 욕구 충족과 같은 만족감을 안겨주게 되었다.

오늘날 세대별 미디어 월간 이용률을 살펴보면 Z세대는 전 세대 통틀

어 가장 낮은 TV 이용률을 기록하는 반면, 모바일 이용률은 가장 높다.

이들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

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급변하는 트렌드와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습득한 정보들을 모바일 내에 축적하는 특성을 보인다(최욱,

2017).

둘째, Z세대의 일상은 모바일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TV 시청, 라디오 청취, 그리고 책 구

독률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모바일 기기의 이용시간은 현저하게 증가하

고 있다(Duncan, 2017). 특히 그중에서도 TV가 아닌 유튜브를 문화생산

의 주요 매체이자 놀이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Z세대의 특성은 이전 세대들과 비교되는 압도적인 미디어 이

용량을 통해 드러나는데, Z세대의 유튜브 이용시간은 다른 세대 평균 대

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유튜브를 1인 일 평균 4.4회 실행시키고

평균 50분에서 2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유튜브 영

상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대호, 2018). Z세대 1500명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 중 50%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없이는 못산

다”라고 답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할 때 유튜브를 통해

‘How to~(하는 법)’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박건형 & 박순찬, 2018). 이에 2018년 국내의 마케팅 전략에 참

여한 각 분야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Z세대를 기업들의 미래 소비 주역이

자 디지털 선구자로 보았으며, Z세대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주

요 채널로 삼고, 퀄리티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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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장유미, 2018). 이는 미디어 소비의 형태

가 과거 일 방향적인 TV나 전통 매체가 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영

상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와 같은 쌍방향 매체로 이행된 점을 반영한 예

측일 것이다.

Chau(2010)는 유튜브가 콘텐츠 생산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연결, 협력, 개인적인 의미와 담론들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

행함을 밝혔고, 젊은 층이 주축이 되어 미디어 내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

함에 따라 유튜브 내 참여형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특

히 이러한 영상매체의 발달은 Z세대의 집중력을 더욱 짧게 만들고, 단조

로움과 반복에 대해 쉽게 실증을 느끼는 성향이 강해지도록 만들었으며

(Jennifer 외, 2018), 이에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는 여러 마케팅과 소비

재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텍스트보다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시각자료

를 우선적으로 취함에 따라 긴 설명 위주의 마케팅보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이미지 마케팅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셋째, 임시직을 선호하는 경제 상황(Gig Economy)으로 인해 Z세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서 기회를 찾고 있다. 이들은 앞선 세대인 밀

레니얼 세대와 비교했을 때 본인 주도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데 더욱 적

극적인 세대이다(Amy, 2017). 국내의 경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Z세대의

반응 또한 유사한데, 사회에 나가기 전 미디어를 통해 이미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이전 세대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접한 Z세대는 완전한 개인주

의를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 사회·경제적 상황들로 인해 Z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을 더욱 가속화시

키고 있다. 이전 세대들이 겪은 중·고등학교 입시, 대입,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후 여러 스펙을 쌓으며 좁은 취업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높은

현실의 벽에 Z세대는 스트레스를 버리고 개인의 만족과 행복을 충족시

킬 수 있는 소소하고 평범한 것, 남들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가치관·취

미·직업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의 한 사회학과 교수는 취업과

연애를 포기한 Y세대가 ‘흙수저·금수저’ 담론을 펼치며 세상을 향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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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표출하였다면, Z세대는 이미 개성표현을 넘어 세상이 들이미는 잣

대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나윤석, 2018).

따라서 Z세대는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즉각적인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 활동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

인 투자보다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만족감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외모 꾸

미기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장

용훈, 2015).

넷째, 이들의 개인주의 성향은 남을 신경 쓰거나 모방하는 행위보다

지극히 자신의 만족과 관련된 지출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Z세대는 온

라인 SNS를 통해 관심있는 취미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좋아

하는 대중문화와 예술 창작에 관여하거나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한다. 또

한, 남들과는 달라 보이는 개성을 추구하여 외모를 가꾸는데 자신의 용

돈을 가감 없이 투자하며 강한 자기표현의 욕구가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형태로 표출된다(박슬기, 2017).

마지막은 Z세대가 공통 관심사와 취향을 위주로 집단을 형성하고 또

쉽게 흩어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의 조직문화는 다소 수직적

이며 획일화된 규율을 강조하거나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다. 하지만 Z세대는 공통의 취향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는 하나, 내부의 규율이 존재하는 동아리나 동호회의 형태가 아닌,

모바일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대면 관계가 활성화된다. Z세대는 지

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비연속적이면서도 즉흥적인 연대를 구축

한다. 이들은 하나의 사회적 이슈나 사건에 대해 단체로 열광하여 한목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관심이 식으면 금방 돌아서기도 한다(대학내일20

대연구소, 2018).

즉, Z세대는 높은 모바일 기기 이용률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

튜브 플랫폼 이용에 활발하다. 또한, 본인의 만족과 취향에 기반하여 실

용성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대체적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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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Twenge, 2017; Jennifer,

2018). 위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한 Z세대의 특성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정리한 Z세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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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 미디어로서의 유튜브

개인의 패션과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 부모, 사회적

환경, 문화적 배경, 미디어 등 다양하다. 그 중, 미디어는 대중 사이에서

새로운 패션의 생성과 확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중매체는 패션 정

보를 전파 시켜 소비자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유행을 인식하

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이상적인 미와 적절히 가공된 이미지들을 제

안하여 소비자들이 미의식과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도 동질화된 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김선숙 & 이은영, 1995).

국내에는 패션 전문 매체인 동아TV, 각종 패션·뷰티 프로그램, 해외

라이센스 매거진 보그(Vogue), 엘르(Elle), 하퍼스 바자(Harper’s Bazzaa

r), 패션전문지인 패션엔, 어패럴 뉴스, 한국 섬유 신문 등 다양한 패션

전문 미디어가 있다(김수진 & 한명숙, 2002). 패션 전문 매체들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활성화를 돕고 패션광고의 노출을 통해 패션 산업이

패션 저널리즘을 토대로 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왔다. 특히 21

세기에는 국내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여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의 보급이 확산 되었고, 이에 TV를 중심으로 한 단일매체의 방송들과

활자 위주의 인쇄물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

며 패션이 미디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달과 인터넷 방송의 등장으로 지상파 프로그램

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며, TV, 전화, 인터넷을 하나로 축약하여 사용

가능한 ‘매체 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에(손미영 & 이성희, 201

0), 모바일 기기와 각종 어플리케이션은 21세기의 새로운 패션을 제시하

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선 & 한수연, 2017). 이에

소비자들은 패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감동과 재미

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콘텐츠가 아닌 소통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둔 정보들에 열광한다. 이에 최근에는 각

종 SNS나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와 같이 개인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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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작한 정보들이 패션 미디어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방송 제

작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상 기반의 디지털 환경으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튜브 영상의 주요 생산자인 1인 미디어들

은 일상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콘텐츠들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

며,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일상

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주는 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이에 시청자들은 유튜

브를 통해 외모와 관련된 정보를 재미있게 습득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만

을 선택적으로 시청하며 유튜브를 패션 미디어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

다(나은영, 2016).

1. 패션 유튜브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유튜브 현황 및 특성

2005년 설립되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유튜브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

유하는 사이트로서, 영상 업로드와 시청, 그리고 타인과의 영상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미디어 플랫폼이다(Youtube fact sheet, 2007; Marth

a 외, 2010). 유튜브는 PC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검색 및 동

영상 시청이 가능하기에, 세계적으로는 구글에 이어 2위의 정보 검색 서

비스 이용률을 보이며, 월 8억 명이 하루 40억 개 이상의 동영상을 재생

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Gupta 외, 2017).

초창기 유튜브에서는 아마추어나 개인을 중심으로 한 다소 질서 없는

콘텐츠가 생산되었다면, 최근에는 TV의 공중파 방송이 유튜브로 활동영

역을 옮겨감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유튜브를 자사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시청자 또한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유튜브는 젊은 층인 Z세대 중심의 사용자 기반으로 성장하는 모

습을 보이며, 특별한 제약 없이 쉽게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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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트이기에, 영화, TV 프로그램, 뉴스 보도, 상업 및 광고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User) 중심으로 생산하고 노출한다(PR Newswi

re, 2019). 또한, 개인의 기호에 맞게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 대중화와 모바일을 이용한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보인다(송정은 & 장원호, 2013).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

워진 이용자는 환경과 특성에 맞는 개인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편리함은 궁극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수월해

지면서 정보 선택의 확장성은 넓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리하면서도 여러 기능을 탑재한 유튜브는 뉴 미디어로 주목받으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구독자를 형성하여 기존 TV 중심의 미디어

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시청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TV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이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젊은 층일수록 온라

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동영상을 소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김난도,

2015). 이에 유튜브 속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YouTube creator), 유튜버(YouTuber)라는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직업

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유튜브는 과거 전통 매체가 송출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

식이 아닌, 관심있는 동영상을 구독하는 시청자들끼리 공감하거나 댓글

로 소통하며 콘텐츠 자체를 평가하는 등 미디어의 ‘소비’와 ‘참여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매체의 정보제공과 소셜 미

디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에 대해 최민

재 & 양승찬(2009)은 유튜브가 타인과 교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미지 및 영상의 공유가 가능하기에,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

작하여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 공유형’ 형태의 소셜 미디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의 공유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및 마케팅, 그리고 시청자들 간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튜브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유튜브는 구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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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기반의 정보제공 알고리즘으로 시청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정확한 검색 명이 아닌, 추상적으로 관심있는 키워드를 검

색하여도 이와 관련된 유사어가 함께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선보이는데,

예를 들어 ‘음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화면에 작성할 경우, ‘음식 ASMR(A

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주로 청각적으로 뇌를 자극하

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감각적 경험)(정지나, 2019)’, ‘음식 만들

기’, ‘음식 슬라임(액체형태의 놀이 장난감)’과 같이 최근 시청자들이 음

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한꺼번에 노출 시켜 정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한,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할 경우, 이와 관련

된 일반인부터 전문가가 올린 동영상을 조회 수 순으로 나열하여 보여주

기에, 시청자들은 목적과 선호에 맞게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유튜브는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의미

하는 큐레이션(Curation) 기능을 제공한다(변현진, 2018). 각 유튜브의 계

정에서는 시청한 동영상의 기록부터 개인이 자유롭게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한 공간, 그리고 시청자가 희망하는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언

제든 자신이 즐겨보는 채널의 영상을 한꺼번에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이 구독하는 채널에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소식도 전달

해준다. 영상이 끝날 때 즈음엔 현재 시청 중인 영상과 관련 있는 영상

목록을 작은 화면으로 노출 시켜 자연스러운 시청이 이어지도록 유도한

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대량의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 의견

및 이야기 공유, 앤터테인먼트 역할도 수행하기에(Becky & Simon, 200

7), 여러 측면에서 미디어 이용의 만족감을 안겨준다. 유튜브는 영상 제

작자에 대한 팔로워 기능, 실시간 댓글 달기, 영상 공유 등 다른 시청자

들과의 개방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사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

람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다. 또한, 콘텐츠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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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독자 수와 동영상 조회 수 기능을 제공하여 영상만으로 제작자의

영향력 평가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2) 패션 유튜브의 개념 및 특성

유튜브 내 다양한 장르 중, 특히 패션 유튜브 장르가 젊은 층을 중심

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유튜브를 각종 패션 제

품들을 매개체로 하여 제작된 유행 및 외모 가꾸기에 관한 동영상들이

유튜브 내에 집합되어있는 채널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튜브 속 패션 영상은 제작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 이

에 뷰티 유튜버의 영상 종류를 분석한 손희진(2018)의 분석 틀을 참고하

여 제작 주체에 따른 패션 유튜브 영상의 종류를 정리한 후, 패션 유튜

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의 모든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

루는 패션광고와 관련된 영상이다. 패션 기업이나 명품 브랜드들이 자체

적으로 새로운 시즌 콘셉이나 유명인을 기용하여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의미하며, 제품 소개나 튜토리얼에 관한 마케팅이 일반적이다. 짧

은 분량의 동영상 형태로 광고를 제작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홍보

한다.

두 번째는 패션·뷰티와 관련된 TV 채널이나 매거진, 전문가들의 외모

관리에 관한 정보 전달이나 토크쇼, 방영 프로그램의 부분 편집, 화보 메

이킹 영상으로, 주로 TV 프로그램에서 녹화된 내용을 압축 편집하여 유

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이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외의 패션 컬렉션 중계, 해외

트렌드 정보 및 이슈와 관련된 기사, 국외의 유명인을 영상으로 담아낸

것으로, 글이나 이미지를 위주로 제공되는 자료들과 달리 유튜브에서는

해외에 직접 가지 않고도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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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패션 유튜버인 1인 미디어가 제

작하는 영상이다. 패션 유튜버는 새로운 패션 제품의 소개 및 제품 후기,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 하울 영상, 패션 트렌드 및 노하우, 그리고 패션

과 관련된 일상적인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토

대로 제작 주체에 따라 분류한 패션 유튜브의 대표 채널명은 <표 3>과

같다.

다음으로는 패션 유튜브 영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부분의 유

튜브 콘텐츠는 다수에게 인기 있는 이슈 영상이나 공통 관심사, 그리고

취미 활동과 같이 주류의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전달의 형태를 취한다. 반면 패션 영상은 시청자의 패션 취향과 개인의

스타일을 중심으로 구독자가 형성되기에, 영상의 내용과 더불어 유튜브

<표 3> 제작 주체에 따른 패션 유튜브 분류

제작 주체 영상 콘텐츠 유형 대표 채널

패션 

브랜드

◾ 스토리형 브랜드 CF 

◾ 시즌 콘셉 소개

◾ 신제품의 소개   

Beanpoleblog, SPAO KOREA, 

에잇세컨즈, FILA KOREA, 코리아 

유니클로, Adidas Korea, Nbkorea,  

KOLON YOUTUBE

전

통 

매

체

TV

◾ 외모관리 토크쇼

◾ 외모관리 정보제공

◾ 연예인 패션/인터뷰

◾ 녹화 프로그램 영상

Let 美人 5, 옴므(HOMME), 팔로우 

미 10, 겟잇뷰티, 스타일 팔로우, 뷰티 

앤 부티, All about 美, 겟잇 스타일, 

런드리 데이

잡

지

◾ 화보 스틸컷

◾ 화보 메이킹 

◾ 패션 트렌드

◾ 신제품의 소개

VOGUE KOREA, GQ KOREA, ELLE 

KOREA, Marie Claire Korea, 

Cosmopolitan Korea, Harper’s 

BAZAAR Korea

1인 

미디어

◾ 패션 제품 소개/평가

◾ 패션 코디네이션

◾ 패션 제품 하울

◾ 패션 트렌드 및 

   노하우

◾ 패션 일상 

패션TV 쩡대, 스타일 가이드 최겨울, 

한별, 혜인, 오후니, 디렉터 짱구대디, 

류스펜나, 준콩, JAELIMIZE재림, 

청담언니 치유, 김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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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시각적 효과와 유튜버의 매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튜버마다

각기 다른 외모, 말투, 목소리, 행동표현과 다양한 이미지, 영상효과, 상

황에 적합한 음향효과들은 패션 제품 자체와는 별개로 대중에게 생동감

을 주고 유튜버에 대한 직접적인 친근감이나 호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패션 유튜버가 다루는 대부분의 패션 제품들은 일상생활의 소비

재로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도구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주를 이룬다. 패션 제품은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기능

적으로 발달 된 성능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청자들은 제품의 영속성보다

는 패션과 유행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서 즐거움

을 찾는다(손미영 & 이성희, 2010). 이에 시청자는 쇼핑이나 제품 구매

의 즐거운 감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패션

영상을 시청하며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시청을 통한 대리만족이나 향

후 패션 제품의 구매라는 잠재적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 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소개하는 여러 종류의 패션 아이템 중, 시청자들은 유튜버의 홍

보 의도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소구 되는 특정 제품에 더욱 관심을 가지

며, 이는 사적인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영상

을 참고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찾게 되는 등 실천 차원의 외모관리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다.

패션 유튜브의 마지막 특성은 영상 내 등장하는 인물, 옷, 액세서리 등

패션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미적 가치판단이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유튜버는 특정 대상에 대해 ‘예쁘다’, ‘고급스럽다’. ‘안

어울린다’, ‘못생겼다’ 와 같은 형용사적 표현부터 유튜버의 취향이 반영

된 주관적 평가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패션 제

품과 타인들은 놓여있는 객체로서 유튜버와 시청자의 주관적 판단의 대

상이 된다. 특히 유튜버들의 의견과 반응들은 재미있고 명료할수록 구독

자 수와 인지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유튜버들은 재미에 치중

하여 영상 내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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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나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

험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3) 패션 유튜버의 개념

최근 1인 미디어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기업에

속해있지 않는 일반인에 해당하는 개인, 즉 ‘누구나’가 주체가 되어 흥미

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영상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제작자를 의

미하는데, 여기서 1인 미디어는 자신의 글·사진·영상 등을 타인에게 보여

주는 행위와 매체를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김난도, 2015). 과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블로그 형태의 1인 미디어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유튜브 내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1인

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유튜브 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에 ‘유튜버’, ‘동영상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임세린,

2019). 유튜버들은 정보원이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영상으로 제작하

는 주제는 게임, 먹방, 패션 등 다양하다. 유튜버가 주요하게 다루는 장

르에 맞게 ‘게임 유튜버’, ‘여행 유튜버’, ‘패션 유튜버’ 등으로 불린다. 특

히 1인 미디어는 영상제작을 위한 전문적인 제작 장비 및 특별한 기술이

나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한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이주희

외, 2018).

최근 유튜버들이 대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포섭됨에 따라 빠른 성장

세를 보인다. 과거에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텍스트나 이미지 위주로 정

보를 생산하던 데 반해, 최근에는 오디오와 영상이 이를 대체하면서 영

상 제작자인 유튜버들은 오락과 정보제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

트리밍으로 영상을 송출하여 시청자와의 소통도 추구하는 독창적인 미디

어로 성장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독창적인 콘텐츠로 마케팅 분야에

서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들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기업 또한 생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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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이에 일반인이 취미나 관심사 공유를 목적으로 방송을 시작

하였다가 유튜브 방송이 본래 직업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창출

하게 되면 본래 직업에서 1인 미디어 제작자로 직업을 변경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중 잡지인 『버라이어티(Variety)』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당신이 물건을 살 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은 누구인가?” 라는

설문 조사에서 Z세대가 유명 연예인이 아닌, 1인 미디어의 유튜버들을

선택한 점에 비추어보면 젊은 층에 미치는 유튜버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Susanne, 2015).

본 연구에서는 패션 유튜버를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패션과 관련된 자

신의 지식들을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시청자들

과 영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패션 유튜버에는 일반인, 패션업계 종사자, 패션에 관여도가 높은 사

람 등 다양한 유형의 영상 제작자가 있으며, 본래의 업과 관계없이 영상

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얻게 되면 일반인 유튜버라 할지라도 사

람들의 패션 스타일이나 제품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패션 인플루언

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패션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인 패션 유튜버를 기용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매출 상승을 도

모하고 있기에 패션 유튜버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지은, 2018).

4) 패션 유튜버의 특성

의복 구매 시 활용되는 정보원은 기업, 유명인, 개별적인 구전, 그리고

대중매체와 같이 다양하며, 그중 패션 유튜버는 새로운 패션 제품을 직

접 착용한 영상을 촬영하여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간접 광

고를 전달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한다. 패션 정보원의 특성은 전통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대중매체 속 유명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Ohanian(1990)은 시청자들이 지각하는 대중매체 속 유명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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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 특성을 매력성(Attractiveness), 전문성(Expertise), 신뢰성(Trustwo

rthiness)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매력성

은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외모, 신체적 매력성과 같은 외적 매력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한다. 전문성은

정보원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수

용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재휘 & 안정태, 2003). 신뢰

성은 무수한 정보 속에서 수용자가 선택적으로 특정 정보를 이용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정보 제공자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

보를 전달하는지와 정보 자체에 대한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김유민(201

6)은 정보원으로서 인기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친숙함, 대중성, 창의성으

로 보았다. 뷰티 유튜버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주링즈(2017)는 뷰티 유튜버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

는 객관성과 전문성, 메시지의 뛰어난 전달능력, 친숙함, 제품을 직접 테

스트하고 보여주는 생동감, 그리고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 독창성

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손희진(2018)도 뷰티 유튜버의 특성을

전문성, 매력도, 진실성, 유명도, 친근감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유튜버의 특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와 같다. 이를 패션 유튜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우선 패션 유튜버는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전달능력을 의미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패션 유튜

버는 제품의 색상, 소재, 디테일에 대한 명칭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

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및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패션 유튜버는 유행하는 패션 제품 및

심미성을 갖춘 디자인 제품을 다루는 만큼, 정보 제공자가 패션 제품을

착용하였을 때의 신체적인 조화, 매력적인 얼굴과 같은 외적 매력이 중

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예쁘고 날씬한 대중스타나 광고 속 모델의 외모

를 매력적으로 지각할수록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능력에서도

우월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신체적 매력의 후광효과가 패션 유튜버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임숙자 외, 2009). 특히 최근에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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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다양성을 개성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활

발해졌고, 개인의 취향 또한 세분화됨에 따라 패션 유튜버의 다양한 측

면이 시청자에게 매력으로 인지될 수 있다. 마지막은 패션 유튜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친근감과 독창성을 들 수 있다. 타 매체

의 정보 전달자와 비교하였을 때 유튜버는 평범한 일반인이거나 비슷한

또래가 친근한 말투로 시청자와 소통한다는 특성이 있다. 영상이 촬영되

는 물리적 공간 또한 유튜버의 방이나 작업실과 같이 일상생활이 이루어

지는 사적인 공간으로, 시청자들은 유튜버의 환경을 친숙하게 느끼고 유

대감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과거 TV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이상형을 제

시하는 대중스타들과 달리, 유튜버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청자와의 공감과 소통을 추구하기에 비교적 쉽게 친근감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패션 유튜버는 무수한 콘텐츠 경쟁 속에서 다

른 유튜버들과는 구별되는 외모, 말투, 행동과 같은 외적 매력과 같은 독

창성이 있다. 유튜버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영상의 구성이나

시각적인 효과를 연구하고 영상 내에서 재치있는 입담이나 과장된 몸짓

으로 구독자를 확보한다.

<표 4>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정리한 패션 유튜버의 특성

유튜버 특성
패션 유튜버 특성의 구체적 내용

분류 연구자

전문성

Ohanian (1990), 

김재휘 & 안정태

(2003),

주링즈 (2017),

손희진 (2018)

◾ 패션업계 종사자 및 패션 관여도가 높은  

   일반인

◾ 노하우를 토대로 한 패션 제품 소개 및 

   코디네이션 

◾ 패션 브랜드의 소개 및 패션 전문용어 해석 

◾ 패션 관련 이미지의 제공과 전달력

매력성
Ohanian (1990),

손희진 (2018)

◾ 외적으로 단정하거나 메이크업을 하여 꾸민 

   이미지

◾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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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에 대한 시청자 태도

미디어 이용자들이 특정 매체를 소비하며 발생하는 미디어 태도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 혹은 각자가 추구하는 기분이

다르기에,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기분’ 혹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이

에 나은영(2016)은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를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먼저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특정 기

분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즉, 즐거움, 짜릿함, 감동과 같은 편안하고 유

희적인 감정을 느끼고자 할 때 미디어를 찾는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시

청하며 긴장감을 즐기거나 공포영화를 감상하며 무서운 감정을 순간적으

로 느낀 후 공포의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얻기도 한다. 즉,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정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영화, 드라마를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분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 잘 다듬어진 몸과 체형

◾ 과장된 반응과 행동으로 생동감을 전달 

친근감

김유민 (2016),

주링즈 (2017),

손희진 (2018)

◾ 익숙한 배경과 분위기에서 방송

◾ 친구 같은 말투로 동질감 형성

◾ 대화체를 사용하여 공감 유도

◾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 및 제품 경험 공유

독창성
김유민 (2016),

주링즈 (2017)

◾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영상 제작

◾ 개성 있는 영상 디자인 요소 

   (썸네일, 자막, ASMR, 사진)

◾ 대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영상

◾ 다양한 시청자를 위한 세분화 된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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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세상과의 연결 창구로 생각하고, 미디어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한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미

디어를 통해 인지하면서 이를 자신의 생활에 비추어 비교한다. 즉, 미디

어 이용은 개인이 습득하게 되는 미디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매체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미디어 중독, 통제력 상실과 같

이 실제 현실사회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촉발하는 기제가 된다.

사람들은 여러 매체에 동시적으로 노출되며 그 속에서 선호하는 미디

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즉, 개인이 TV, 신문과 같이 어느 특정 미디

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주관적 선호와 신념이 반영되어 미디어 선

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arahanna 외(1999)는 미디어 대

상의 적합성, 적절성,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것과 같은 미디어에 대한

특정 태도가 미디어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Eagly & Cha

iken(1993)은 태도를 어느 정도의 호의 혹은 비호감을 갖고 특정 대상을

평가하며 표현되는 심리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미디어에 대

한 태도는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느낌, 즉 감정적 반응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행동인 미디어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홍종필, 2009).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첫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오로지 소비자의 감정적 측면

에서만 이해하는 것으로,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인 미디어

이용 및 소비와 같은 수용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두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정서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

행동적인(Behavioral) 세 가지 차원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는 다차원적

개념의 태도이다(박수연 & 황진숙 2016). Nabi & Krcmar(2004)는 미디

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가 미디어 시청의 즐거움으로 이

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시청 의도나 지속적

인 시청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Nabi & Krcmar는 먼저 정

서적 태도가 미디어에 대해 좋은 기분이나 매력을 느끼거나, 미디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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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한 인물에 대해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감정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 미디어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를 지속해서

소비하거나 회피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인지적 태도는 수용자

가 처음 접하는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의미하며, 감정적 상태

를 토대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내용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인 반응, 내용의 진실성, 신념, 정보와 지식을 포

함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행동은 미디어에 대한 선호, 지속적인 시청,

타인에게 추천하는 행위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되는 시청자의

다양한 행동들로 구체화 된다. 특히 외모관리의 직접적인 실천은 미디어

태도의 행동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임숙자 외, 2009).

따라서 Z세대의 지속적인 유튜브 시청은 오락적 기능이나 새로운 미

디어 문화의 형성이라는 외적인 측면과 아울러 영상 속의 인물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청자 본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같은 내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제 3 절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

1. 미디어가 외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1) 유행과 이상적인 미 기준의 형성

사람들이 신체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나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가

족, 또래, 각종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환경이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단기적·장기적인 미디어의 노출은 개인의 인식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김경보, 2016). 미디어 속 외모에 대한 담론들은 대중문화를 창조하는

동력이자 유행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

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시대의 미적 이미지와 유행이 달라진다(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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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14). 유행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등장하여 대중에게 수용되었다가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면 이전의 유행은 소멸되는 주기성을 갖는데, 이러

한 유행은 구체적인 패션 아이콘이나 제품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나며 T

V나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손미영 & 이성희, 201

0).

즉, 미디어는 유명인을 통해 이상적인 미와 유행하는 스타일의 구체적

인 전형을 보여주고,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가는

유명인들의 패션 및 신체 이미지와 같은 여러 시각적 자극물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유명인의 모습을 모방하거나(박수연 & 황진숙, 20

16), 롤 모델이 사용하는 제품, 브랜드, 스타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행위

로 구체화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의 동조성으로 인해 유행으로 발전

하고 시대의 기호를 반영하거나 특정 시기 대중의 패션을 주도하는 유행

의 근원이 되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김소라 & 이금희, 2011).

대중이 모방하는 미디어 속 패션과 이상적인 신체 미가 새로운 유행을

형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에 패션 미디어는 개인에게 외모 꾸미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

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돕거나 동일한 집단이나 사회적 규범 내에서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중요한 패션 정보원이 된다.

특히 21세기에는 각종 소셜 미디어나 영상 플랫폼까지 모바일 디바이스

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뉴 미디어 환경이 구축되었고, 이를 활용한

각종 정보들이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는 만큼(김영선 & 한수연, 2017),

미디어는 대중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미적 욕구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미디어 루키즘

미디어가 외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의 영향력은 미디어

루키즘 현상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루키즘(Lookism)이란 보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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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과 사상, 이념을 의미하는 ‘Ism’의 합성어로, 21세기에 등장한 새로

운 차별 형태를 의미하며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정의된다(김기란

& 최기호, 2009). 이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외모지상주의 혹은 외모차별

주의로 번역된다. 여기에서 ‘외모’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

는데, Kaiser(1997)는 외모에 의복과 신체를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인식되

는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하였으며, 외모의 구성요소로 신체 그 자체와

신체를 돋보이도록 사용된 의복, 장신구를 포함하였다. 즉, 외모는 타인

을 판단하는 여러 조건 중에서 성별, 대략적인 나이, 첫인상과 같이 외적

인 이미지를 통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루키즘이라는 용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78년 미국 워싱턴 포

스트(Washington Post)의 기사에 소개된 내용 중 비만인 사람들이 스스

로를 방어하는 의미에서 처음 루키즘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이다(김연아

& 김경희, 2016). 이후에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사파이어(William

Safire)가 2000년 8월 27일 자에 인종, 성, 연령, 계급 등에 따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현시대의 외모에 따른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풍조를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장준수, 2011).

루키즘은 타인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외모를 기준으로 비교와 차별

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엄묘섭, 2008). 특히 국내에서는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에 따라 외모를 통

해 개인의 능력, 성격에 이르는 내적 특성까지 판단하게 되며 그 중요성

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으며, 현대 미디어의 발달로 외모 가꾸기에 관한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며 개인의 의식뿐만 아니라

실천 차원의 외모관리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루키즘은 현대의 미디어와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고 할 수 있으

며, 김연아 & 김경희(2016)는 이러한 현상을 미디어 루키즘(Media-Look

ism)이라 칭하고 미디어 루키즘을 기존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포착되

던 루키즘 현상이 미디어로 이행되어 미디어에서 습득하는 외모에 대한

경험이 사회적인 외모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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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그릇된 이미지로 인해 미디어 루키

즘이 형성된다고 본 전선영(2012)은 광고주들이 모델의 사진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날씬하게 보정하는 행위들이 소비자들로 하여

금 상대적 박탈감과 신체 불만족을 느끼게 하고, 이상적인 미와 자신의

신체적 괴리를 극복하도록 미용성형을 부추긴다고 하였다. Morrision 외

(2004)는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여성들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서부사회에 만연한 날씬한 이상적 신체(Thin body ideal), 날씬한 것은

좋은 것(Thin is good)이라고 하는 대중매체로 인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오늘날에는 각 집단이 속해있는 사회문화나 미디어의 영향, 그

리고 외모에 대한 개인의 의식들이 복잡하게 얽혀 타인을 겉모습으로 평

가하고 외모를 가치의 최우선에 두는 외모지상주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루키즘을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

는 외모에 대한 경험과 기준이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어 개인의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TV 및 전

통 매체뿐만 아니라 외모관리와 유행 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브에서도 마

찬가지로 미디어 루키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최근 미디어 역시 아이돌 스타를 감상하고 동경하는 대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시청자들이 직접 이들처럼 ‘되기’를 제안한다. TV 프로그램들

은 청소년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목으로 Z세대 ‘뷰티돌(화장

하는 아이돌)’을 기용하여 메이크업이나 패션 제품 및 스타일에 관한 정

보를 피력하거나(이소라, 2018), 의료업계와 연계하여 안전한 성형수술은

내면의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제안을 한다. 미디어

속의 숨은 메시지들은 더욱 은유적이고 긍정적으로 포장되며, 이러한 미

디어에 노출되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외모지상주의

를 부추기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부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의 올바른 가

치관 형성을 위해 미디어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10대

의 외모관리 현상이 더 이상 일탈이 아닌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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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미디어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와 외모관리를 연관 지은 연구는 기존에 전통 매체로 분류되는

TV, 잡지, 책, 신문의 시청자와 구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미

디어 관여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의 정도와 방법은 어떠한가에 대한 양

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전통 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기자나 전문가들이

수집·취합하여 약속된 시간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스 미디어

(Mass media)이자 일 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절대다수의 이용자가 소

수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그 결과, 이용자는 매체와의

교류보다는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매체를 접하며 정보의 선택권

없이 내용을 전달받았다. 특히 특별한 제지 없이 대중에게 전파되어 온

외모관리에 대한 담론들이 국내 여성의 외모에 대한 강박을 더욱 심화시

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미디어의 일 방향적인 정보제공

이 개인의 ‘이상적 미’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보았으며, 미

디어 루키즘이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시청자가 가장 일상적인 미디어로서 TV 프로그램

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을 접하며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외

모관리방법을 모방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정

리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최수경(2011)은 우리의 일상에서 대중매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출되는 양 또한 일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미디어가 개인의 가치관뿐

만 아니라 직접적인 미용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미디어

이용자들의 인구적 특성에 따라 의복 이미지, 헤어 이미지, 그리고 메이

크업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각기 다른 미디어를 선호함을 밝혔다. TV

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노출되는 미디어 루키즘의 영향력을 고찰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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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연구들은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동기가 개인적 동기보다는 사

회적 동기로 인해 자극된다고 보았으며, TV 속 대중스타들과 자신의 모

습을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우상화하여 모방의 형태로 외모를 가꾸게 된

다고 하였다. (장준수, 2011), (홍수남 & 이상은, 2012), (박수연 & 황진

숙, 2016).

또한, 개인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

록 외모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꾸게 됨을 알 수 있으며(김연아 & 김경희,

2016), TV 및 인터넷 속의 내용들이 대중에게 외모에 대한 획일적인 메

시지를 전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청자들

의 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숙(2017)

은 미디어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

라 외모에 대한 자아개념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표 5> 미디어와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선행연구

연구자 분석 매체 분석 내용 미디어가 외모관리에 미치는 영향

최수경

(2011)
대중매체

여성의 의복, 

메이크업, 

헤어이미지

개인이 추구하는 의복 이미지에 

따라 선호하는 대중매체의 종류와 

활용하는 정도가 다름

장준수

(2011)
TV 드라마

미용성형

태도

신체의식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적 

동기보다 드라마를 통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자극됨 

홍수남

&

이상은

(2012)

TV 

여성 

대중스타의 

이미지 변화

일부 여성 연예인의 미용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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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숙

(2016)

패션·뷰티 

TV 채널

외모관리

행동

시술·성형과 같은 즉각적이고 

강한 외모관리행동에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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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외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 여성들의 외모관리는 극단적이면서도

전 연령층을 통틀어 나타나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국내 신문에서 여성의 외모에 관한 언어적 표현과 담론을 분석한 안진현

(2018)은 한국의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구

체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 속 신체 변

형의 효율성을 제안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외모 관련 소비산업과 연계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즉, 미디어를 통한 ‘획일적인 미’, ‘이상화된 신체’

와 같이 대량으로 가공된 이미지의 지속적인 노출은 대중의 모방심리를

자극하고 외모지상주의를 가속화 시킨다고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개인의 가치 기준의 영역에도 침습하게 되는 위

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이란 자기만족과 더

불어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개성을 표

현할 때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

다(이유리 & 정혜정, 2012). 외모관리에서 ‘외모’의 의미는 학자마다 정

의가 상의하기는 하나, 다수의 학자는 신체를 구성하는 피부, 헤어와 같

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복식까지도 외

모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다. Hillestad(1980)는 외모를 복식(Dress)과

신체(Body)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었다. 복식의 경우 인체의 보호를

김연아 

& 

김경희

(2016)

TV

미용 행동

(헤어, 얼굴, 

네일, 전체)

미디어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가 낮아짐

이미숙

(2017)

TV, 

인터넷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미디어 노출과 관여도가 높을수록 

외모 수치심 및 외모를 중요하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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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과 장식만을 목적으로 한 복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의 경우

신체의 형태(Body forms)와 움직임(Motion), 그리고 신체의 외피를 의미

하는 표면(Surfaces)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였다. 즉, 개인은 자신의 신

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와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화장, 성형, 헤

어 스타일, 체중관리, 그리고 의복관리와 같은 외모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행동 양식으로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현대에

는 외모관리를 통해 상대방의 업무 능력, 대인관계, 신뢰와 같은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있는 만큼, 사회

관계에 있어 외모관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리고 남들과는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자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

용된다(Kaiser, 1990).

개인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얼굴과 몸에 불만족스러

운 부분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은 스스로의 결점을 최소화하거나 체형

을 보완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피부 관리, 메이

크업, 성형, 다이어트와 같이 시간적·금전적 투자를 하여 외모를 보완하

거나 시술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홍

금희, 2007). 의복을 활용한 외모관리행동은 특정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

는 현상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착용자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할 뿐만 아

니라, 구체적인 패션 디자인, 색상, 소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여기서 의복은 착용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

(Silent Language)로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강혜원 외, 2012). 또한, 자신

의 체형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 의복을 착용하거나 (안진현 &

하지수, 2016),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정 패션 스타일을 선호하여 의복 구

매 행동과 브랜드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외모관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여 이를 각자의 개성에 맞게 적용하기에, 외모

를 얼굴, 몸, 패션으로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기보다는 토탈 코디네이션

(Total coordination)으로서, 몸매 관리, 피부 관리, 의상, 화장,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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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갖추는 방식을 선호한다(염인경 & 김미숙, 200

4).

이렇듯 연구자마다 외모관리행동의 구분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얼굴관리, 몸·체형의 관리가 높은 빈도로 언급된다는 점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패션 유튜브 영상이 주로 패션 제품이나 코디네이션

에 관한 영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복관리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구성

하여 패션 유튜브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의복 행동이나 패션 스타일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Z세대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디어는 개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챕터에서는 뉴스

기사 및 서적을 통해 알 수 있는 Z세대의 외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트렌드 MZ 2019 (2018)」 에서는 최근 새로운 세대로 떠오른

Z세대가 TV에서 소개하는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연예인을 모방하는 행

위 대신, 독특한 개성과 매력으로 무장한 일반인을 롤 모델로 삼으며 ‘개

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더 이상 남성의 시선이나 사회가 만든 이상적인 미에 속박

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메이크업에 도전하거나 꾸미지 않을 권리를 몸

소 실천한다. 여성스러운 치마 대신 자신의 체형에 맞는 바지를 입고, 몸

에 달라붙는 원피스 대신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티셔츠를 착용하

며, 불편한 하이힐이 아닌 스니커즈를 신는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자른 사진이나 진한 색조 화장품을 폐기한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하여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꾸미지 않

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최근 국내의 탈(脫)코르셋

운동과 함께 실현되고 있다. 국내 여성들의 탈 코르셋 운동은 SN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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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Z세대가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Instagra

m) 계정에는 #탈 코르셋, #학생이 겪는 탈 코르셋이라는 해시태그를 생

성하여 기초화장을 하고 등교를 하는 학생부터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섭식장애를 겪는 학생들의 토로와 고발이 이어졌다(김지혜, 2018). 이처

럼 Z세대는 ‘꾸미는 행위’와 ‘꾸미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자신이 추구하

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Z세대는 각종 미디어 속의 인플루언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들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외모를 관리한다(이승윤 & 안정기,

2018). 유튜브에서는 평범한 외모의 뷰티 크리에이터가 메이크업을 통해

연예인 수준의 외모로 변신하며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동질감을

심어준다. 다른 영상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유튜버가 등장하여 다이어트

로 인생역전에 성공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유튜버는 영

상에서 Before(전)와 After(후)의 자신의 몸 사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체중조절에 성공한 노하우를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닌, 친근함과 솔직함에 기반한 유튜버가 Z세대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이처럼 Z세대는 TV가 노출하는 틀에 박힌 광고보

다 유튜브를 통해 관심있는 패션 제품을 검색하고 유튜버들의 솔직한 제

품 평가를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하기에, 식상한 마케팅은 더 이상 Z세대

의 외모관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Z세대는 차별성

없이 일정한 규격대로 생산되는 브랜드의 기성품 대신, 다양한 사이즈와

룩을 제안하는 브랜드를 찾아 나선다. 이에 브랜드가 아닌 일반 패션 인

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은 Z세대의 패션 스타일을 제안하며 인지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상업적인 성공

도 함께 이루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패션

유튜버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브랜드를 발굴하고 브랜드

의 히스토리를 소개하는가 하면, 제품을 협찬받아 솔직하게 평가하는 영

상을 제작하며, 영상 시청을 통한 제품 구매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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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국내 뉴스 기사들은 Z세대의 영향력이 인

플루언서라는 직업의 성장을 촉진했으며, 향후 디지털 시장에도 큰 변화

를 가져올 세대라고 예측하고 있다(한국패션협회, 2018).

마지막은 Z세대가 재미를 목적으로 지극히 개인화된 퍼스널 마케팅

(Personal marketing)에 열광한다는 점이다(김희경, 2017). 이들은 자신에

게 어울리는 헤어, 메이크업과 관련된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하고

지식을 쌓는다. 자신의 신체를 보완하는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퍼스

널 컬러에 맞게 옷을 고르는 등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라면 시간적·금전

적 투자를 가감 없이 한다. 이에 패션 브랜드들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디자이너로 참여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개성과 남다른 의미를 찾는

Z세대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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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소비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사례연구로서 패션 유튜브 영상의 내용과 유형을 분석하

고, 심층 면접을 토대로 패션 유튜브 시청자의 유튜브의 이용 현황 및

이용 동기, 유튜버에 대한 감정, 인식, 행동과 같은 미디어에 대한 태도

를 파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며 형성되는 Z세대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외모관리행동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1 절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 분석

심층 면접에 앞서 패션 유튜브 내 인기 있는 영상의 내용과 유형을 살

펴본 결과,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은 크게 패션 제품에 대한 평가, 패

션 스타일 코디네이션, 패션 제품 하울, 패션 트렌드 및 노하우 영상, 그

리고 패션 일상에 관한 영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상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그 속의 재미요소 자체가 패션 유튜버만의 독창성과

차별성이 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 분석은 콘텐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패션 제품에 대한 평가, 패션 코디네이션, 그리고 패션 하울 영상

을 중심으로 하여 조회 수 순으로 선정한 대표 영상의 장면(scene)과 내

용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유형화하여 그 속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이하림

& 유홍식, 2017)(<표 6> 참조).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영상의 유형은 패션 제품을

소개하거나 사용 후 평가하는 후기와 관련된 영상으로, 주로 인지도가

있는 패션 유튜버가 패션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협찬받아 솔직한 이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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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전달하거나, 직접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여 제품 간의 장단점을 비

교해주는 영상이었다. 패션 유튜버들은 의류의 제품 평가에 그치지 않고

액세서리, 다이어트 식품, 몸매 보정 기구에 이르기까지 시청자들이 관심

을 갖는 제품을 위주로 소개하고 사용 후기를 제작하고 있었다. 이는 기

존에 블로거들이 패션 제품을 제공받아 여러 각도로 제품의 사진을 촬영

하고 본인이 착용한 이미지를 글과 함께 업로드하여 제품 정보를 제공하

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정보들이 동영상의 형태로 전달되

는 만큼 유튜버의 신체적 매력은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되며 시청자의 몰

입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속옷 착용에 관한 후기와

같이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는 영상이나, 제품 자체가 신체 노출이 두

드러지는 경우(<그림 5>), 시청자들은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제품을 착용한 유튜버의 몸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감상하며

이를 본인의 외모와 직접적으로 비교·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그

림 6>과 같이 남들과는 구별되는 개성 있는 패션 아이템이나 제품추천

에 관한 영상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다음으로 패션 유튜브에서는 여러 의류와 액세서리를 감각적으로 매치

하는 방법에 관한 패션 코디네이션 영상이 다수 제작되고 있었다. 시청

자들은 옷 고르는 방법이나 데이트, 특별한 야외활동에 적합한 옷차림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개성 위주의 독특한 스타일링이나 유행하는 패션을

새롭게 매치하는 대안을 찾아보기도 한다. 이에 유튜버들은 때와 장소,

연령에 맞게 세분화된 패션 코디네이션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림

7>은 여성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남성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노출 형태

의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토탈 코디네이션 된 전신의 모습

을 여러 포즈를 취하며 보여주거나 몸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비추며 영

상을 이끌어 간다. 이와 유사하게 <그림 8>과 같이 노출이 있는 패션

코디네이션이나 성장이 빠른 청소년들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와 같은 신

체 특정 부위가 강조되는 이미지는 실시간 채팅방 참여자들의 평가 대상

이 되기도 한다. 한편 시청자들은 개인의 패션 취향이나 신체적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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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사한 패션 유튜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림 9>와 같이

다양한 신체적 조건에 맞추어 코디네이션을 제안하는 영상에서는 신체

사이즈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었으며, 신체적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방법이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은 오락과 대리만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션 하

울 영상도 즐겨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울(Haul)의 사전적 정의는

‘강하게 끌어당기다’로, 제품에 대한 평가와 이용 후기를 영상을 통해 생

생하게 공유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박진아, 2018). 패션 유튜버들

은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백만 원 단위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액수의

명품을 대량 구매 하거나, 주요 구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SPA 브랜드

에서 저렴하게 준비한 여러 제품들을 토대로 의상 착용에 따라 변하는

신체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한다(<그림 10>). 하울은 제품을

개봉하는 과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노출이 있는 패션 아이템을

여러 벌 구매하여 비교하는 영상이 제작되기도 하고(<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계절에 맞는 패션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착용하며 느끼는

만족감과 소비를 통한 행복한 기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시청자들

은 영상을 시청하며 물건을 소유한 것 같은 만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허유선(2019)은 명품 하울 영상이 패션 제품 자체

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명품 구매력을

갖춘 유튜버의 삶을 동경하거나 제품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대리만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나아가서는 시청자들이 유튜

버의 얼굴이나 몸매와 같은 외모 비교와 경제력 차이를 인지할 때 부정

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시청자들은 유명 패션 유튜버 영상의 구독과 더불어 구독자 수나 인지

도에 관계없이 본인의 얼굴형, 피부색, 신체적 조건이 비슷한 유튜버 영

상을 시청하며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주관적

효용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각기 상이한 유튜버를 구독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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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과 대표사례

영상 

유형

특정 신체 부위의 

확대 및 강조
과도한 노출 외모 다양성 추구

패션 제품 

평가 

FILA X hobbyful 

신상 속옷 하울 리뷰!! 

리얼 착용샷 & 후기 

–버블타임 키트

류스펜나의 저렴한 

비키니 수영복 하울! - 

타오바오, 이베이, 쉬인

특이한 패션 아이템 

찾니? 동대문 도매시장 

쇼핑 같이해요 

<그림 4>

류스펜나의 속옷 리뷰

(2018.10.05)

<그림 5>

류스펜나의 수영복 

리뷰 

(2018.07.12)

<그림 6>

챌미의 동대문 패션 

제품 소개

(2018.07.01)

패션

코디

네이션

소개팅 갈때 입으면 

예쁜 시스루 코디법?! 

너무 짧아서 망치 

들었습니다.. 

치도옷입히기

62kg 하체 통통 

체형커버 10가지 코디 

<그림 7>

채버블의 시스루 

코디네이션

(2019.02.03)

<그림 8>

패션TV 쩡대의 노출 

코디네이션

(2018.09.05)

<그림 9>

치도의 체형커버 

코디네이션

(2018.10.05)

패션 하울 
패션하울 154/40kg 

키작은여자 하이맵시 

겨울 룩북 코디 

속옷 미착용, 초미니 

핫팬츠 입어본 

후기!ㅣ핫팬츠 하울 

유니크 끝판왕 *봄옷 

하울* 10대 쇼핑몰 

15만원 쇼핑 / 

<그림 10>

하이맵시의 키작은 

여자 제품 하울

(2018.11.26)

<그림 11>

둥둥의 미니 핫팬츠 

하울

(2019.03.13)

<그림 12>

류스펜나의 특이한 

패션 제품 하울

(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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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 유튜브 및 유튜버에 대한 태도

1.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

1) 모바일 이용과 영상 자료에 친숙한 Z세대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Z세대 중 두 명을 제

외하고는 TV를 아예 시청하지 않거나 거의 보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

들은 TV에서 나오는 내용 또한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기에 굳이 TV

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TV는 개인의 관심사를 구체적

으로 반영하지 못하기에 이를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으

며, 본인들의 생활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간대에

맞추어 시청하기 어려운 점, 가족과 함께 시청해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

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모바일을 이용한 유튜브 시청은 혼자만의

여가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TV 속의 전체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빠르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더불

어 모바일을 이용한 패션 유튜브 이용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속도 측면에서 타 매체보다 유행 정보가 빠르게 업로드된다는 점을 들어

패션 유튜브와 더불어 각종 SNS, 지그재그, 스타일 쉐어와 같은 패션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유행과 패션 스타일을 탐색한다고 하

였다.

유행 정보는 유튜브나 지그재그에서 보고요. 핸드폰 구경하다가 비슷한 신상 제품

들이 등장하면 아 요즘 이게 유행이구나 알게 되죠. 잡지는 가서 직접 구매해야 하

고, 서점에 가야하고, 그런 것 보다는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제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캡처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죠.

(고등학생, 19세, E)

유튜브, 인스타그램이요. 잡지는 일단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이 제품이 언제

나와도 잡지는 거의 한 달 뒤에나 그 제품을 접할 수 있잖아요. 느린 거죠.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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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을 다 팔로우 해놓고 보기도 하고,

또 브랜드의 홍보영상도 올라오면 다 봐요.

(고등학생, 19세, E)

유튜브, 페북, 인스타요. 잡지는 접하기가 어렵고, TV는 제가 딱 보고 싶은 정보만

볼 수가 없으니까 SNS를 주로 이용하는데, 제가 사고 싶은 게 생기거나 유행하는

제품을 사고 싶으면 그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은 SNS를 통해서 다 찾아봐요.

(고등학생, 18세, I)

잡지나 TV는 검색을 빨리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찾아봐야 하는

데, 유튜브에서는 바지 그냥 하나 검색하면 관련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하루에 한 번씩 안보는 애들은 없을걸요?

(중학생, 16세, K)

또한, Z세대는 정보를 가공하는 방식에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글

이나 사진보다 비교적 사실 위주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튜브 내 영상

형태의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승윤 & 안정기(2

018)가 Z세대는 인위적인 마케팅을 외면하며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작위

적인 콘텐츠들은 그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막 TV나 방송국에서 커다랗게 만든 건 그들만의 이익 관계가 있을 텐데 나랑 취

향이 비슷한 인플루언서가 영상을 만들면 그냥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랑 비슷

하잖아요.

(대학원생, 25세, A)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사실 허위사실이 많아서 안 믿어요.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약

같은 광고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유튜브 실제 리뷰 찾아보면 다 거짓말이더라고

요. 유튜브에서는 옷을 입고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조작이 없을 것 같아

요.

(고등학생, 19세, E)

TV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것도 싫고, 또 너무 설명이 많으니

까 저는 결론만 보는 게 좋아요. 유튜브는 사실만 알려주는 편집 영상이 있으니

까 그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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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16세, K)

유튜브는 자기 구독자를 걸고 말하는 거니까 솔직한 것 같아요. 얘가 말하는 걸

보면서 제품의 장단점을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보는 사람들이 얘는

광고비를 받은 거 같다 아니다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 19세, E)

모바일 내 외모관리와 유행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중, Z세대는

유년기부터 글이나 사진보다 영상을 통해 놀이를 체험하고 정보를 습득

해 왔다는 점에서 특히 영상 형태의 정보를 더욱 편리하고 친숙하게 느

꼈다. 이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매체를 통해 최대의 시청각적 자극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글이나 이미지보다는 목소리를 통해 정보

를 얻게 되어 내용을 쉽게 이해하거나, 오락의 형태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영상매체를 유익하게 여긴다고 응답하였다.

시각적인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워낙 자극물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가 어릴 때는 시청각적 자극물이 많았어요. 노는 것도 동영상 게임을 보면서

놀았고, 공부도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으니까요.

(대학원생, 25세, A)

영상이 더 이해가 잘 돼요. 어렸을 때도 동화를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엄청

잘 해줘요. 예쁜 목소리가 엄청 재미있게 잘 말해줘요. 커서는 인터넷 강의를 들었

죠. 동영상이 더 재미있어요. 글이나 이미지는 내가 직접 읽어야 하는데 영상은 그

냥 틀어주면 머리에 들어오니까요.

(고등학생, 18세, H)

처음에 유치원 시작했을 때 ABCD가 라디오랑 영상으로 나오는 파닉스로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도 영상으로 많이 하고요. 책을 좀 안 보는 거 같아

요.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고등학생, 18세, G)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디즈니 채널을 영어로 구독해주셔서 그때부터 영어를 접

하게 되었거든요. 직접 외국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영상 시청만으로도 영어를

배우게 된 거죠.



- 53 -

(고등학생, 19세, E)

옛날에는 사진 찍고 놀았는데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 따라 하면서 동영상 찍기도

하고 움짤(움직이는 사진)도 찍고 놀아요.

(고등학생, 18세, I)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의 활발한 이용에 이어 Z세대는 대부분 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SNS나 유튜

브에서 마음에 드는 패션 제품을 발견하면 이미지나 영상에 연결된 쇼핑

몰 사이트의 링크에 접속하여 제품을 탐색하거나, 제품의 장단점을 솔직

하게 말해주는 후기 영상과 시청자 댓글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제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간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서는 여러 제품 중, 원하는 가격, 색상, 소재, 스타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

정하여 필요한 부분의 정보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쇼핑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스마트폰으

로 제품 후기를 찾아본 후 매장에 방문하거나 최신 유행하는 제품들에

대한 학습으로서 유튜브를 시청한 후 오프라인 쇼핑을 한다고 응답하였

다.

온라인에서 옷을 사면서 옷을 보는 눈을 길러요. 또 후기도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는 쇼핑몰이 쌓이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제공해주니까 계속 고정

적으로 사는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발견을 해도 온라인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사요.

(대학생, 23세, C)

사고 싶은 옷이 생기면 지그재그 앱에서 아이템을 검색해서 내가 사도 괜찮은 가

격대를 고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여러 개 찜해서 한꺼번에 주문해요.

(고등학생, 19세, E)

유튜브를 보다가 누가 재킷 안에 빨간색 탑을 입었어요. 그럼 저는 그 재킷이 마음

에 들어서 그런 재킷만 다시 상세검색하면 정보가 나오니까 영상이랑 인스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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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고 여러 사진을 캡처를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저한테 어울

리는지 보고 구매해요.

(중학생, 16세, K)

구체적으로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시청 시간, 시청 장소, 시청 내용과

같은 전반적인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Z세대의 유튜브 시청 횟수는 일주일 평균 6회로, 하루 최소 30분에서

최대 11시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청 시간대를 보였으며, 일 평균 2시

간 30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Z세대가 하루 평균 유튜브를

4.4회 실행시키고,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Z세대의 유튜브 이용비율이

82.2%로 다른 세대에 비해 10% 이상 높다는 최근의 미디어 이용 통계

와 일치한다(정문경, 2017).

<표 7> 면접참여자의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

No

이름 연령
주요 구독 패션 

유튜버 

주요 시청 

패션 유튜브 

유형

영상 시청 

후 제품

구매 경험

평균 

접속 

횟수

(주)

평균 

시청 

시간

(일)

1 A 25세

Kelsey simone, 

Kallie kaiser, 

Song of style

제품 후기, 

패션 일상
○ 7 11

2 B 24세

김무비, 한별, 

최겨울, 

디스이즈 마테, 

도베르만

하울,

코디네이션,

패션 일상

○ 3 1

3 C 23세

달님, 한별, 

연두콩, 치유, 

리안, 하늘

제품 후기, 

하울,

코디네이션

○ 7 2

4 D 23세

Krystal 수정, 

디어제리, 치유, 

우린, 리안

하울,

코디네이션
○ 7 1.5

5 E 19세

미니월드, 

달님, 

도영도영이

제품 후기, 

패션 일상, 

코디네이션

○ 7 2

6 F 19세

Jenn I’m, 

Heynee’s 

showindow

제품 후기, 

하울, 

코디네이션, 

패션 트렌드, 

패션 일상

○ 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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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발한 유튜브 소비를 통한 욕구 충족

연구 참여자들 모두 본인의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패션 유튜버가 최소 3명 이상 있었다. Z세대는 구독하는 유튜

버가 새롭게 업로드하는 영상을 챙겨보거나 추천 영상의 알림을 듣고 영

상을 시청한다고 하였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때 유튜브를 이용

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습관적으로 접속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를 매일 TV를 켜거나 드라마를 챙겨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제한된 여가시간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전부터 유튜

7 G 18세

송필드, 

민정박, 

짱구대디

제품 후기, 

코디네이션
○ 3 2

8 H 18세
패션TV 쩡대, 

한별

코디네이션, 

패션 일상
○ 7 2

9 I 18세
패션TV 쩡대, 

한별

제품 후기, 

패션 일상
○ 7 2

10 J 17세

숨양, 

치유, 

한별

제품 후기, 

하울,

코디네이션

○ 3 2

11 K 16세

패션TV 쩡대, 

최겨울, 

미니월드, 

김무비

코디네이션,

하울,

패션 일상

○ 5 1

12 L 16세

짱구대디, 

류스펜나, 

구효민

제품 후기, 

하울, 

코디네이션

○ 4 1

13 M 15세

류스펜나, 

채버블, 

리안

하울,

코디네이션
○ 7 2

14 N 15세

류스펜나, 

회사원A, 

PAPA Beauty

제품 후기 ○ 7 3

15 O 15세

류스펜나, 

이사배, 

무쌍 이다빈

하울 ○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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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시청하기 시작하여 하교 시, 대중교통 이동시간, 식사 중, 잠들기

전 등의 자투리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교적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제약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원하는

정보가 있을 시에 유튜브에 접속하여 제품을 검색하거나, 특정 시간대

없이 자유롭게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Z세대 내 유튜브 앱의 이용 빈도와 시청 시간은 연령대와 크

게 관계없이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이는 TV 시청과는 대조적으로 모

바일을 이용한 유튜브 시청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상

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튜브 시청은

Z세대에게 여가활동의 수단이 되거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여러 측면의 만족감과 욕구를 충족해주고 있었으며, 이는 유튜브 시청

자체를 취미 활동으로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튜브 없으면 못 살아요. 제 생활 패턴이 모두 유튜브에 맞추어져 있어요. 24시간

잘 때 빼고 다 봐요. 일어나서 운동할 때 영상보고, 공부할 땐 공부 브이로그 보고,

뭐 궁금할 땐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대학원생, 25세, A)

할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저만의 휴식을 가질 때 필요한 거죠. 매일

독서실에서 공부 끝나고 집으로 걸어갈 때나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서 틈틈이 봐요.

이동시간에 많이 봐요.

(고등학생, 19세, F)

주말에 몰아서 2시간씩 보기도 하고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35~40분

정도 걸리니까요. 아침에 제가 구독하는 사람 새 영상이 알림이 뜨면 봐요. TV 드

라마 챙겨보듯이 챙겨보는 게 재미있어요.

(고등학생, 17세, J)

제가 움직이는 것도 안 좋아하고, 체험하는 것도 안 좋아하니까 유튜브 영상들로

남들이 뭐 체험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이랑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밖에서 내가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도 내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다는 수단이 이거

하나면 되는 거니까 되게 가치가 있는 거 같아요.

(대학생, 23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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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및 또래들 사이에서 조회 수가 높은 유튜브

영상에 관한 이야기가 주요 화제라고 하였다. TV가 아닌 유튜브에서만

제작되는 영상의 경우,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또래

들과 어울릴 수 있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시청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유튜

브 내 인기 영상과 유명 유튜버, 아이돌, 화제의 일반인들이 학교에서 인

기 있는 이야기 주제라고 하였다.

심심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매체요. 할 거 없을 때 취미 대신 유튜브를 보는 거죠.

친구들끼리 ‘어제 유튜브 영상 올라온 거 봤냐’ 그런 이야기, 유튜브에 관련된 이야

기도 학교에서 많이 해요.

(고등학생, 18세, G)

친구들 사이에서 유튜브 안에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유튜브 드라마 안에서 나

오는 패션 같은 경우에도 애들끼리 유튜브 영상에서 예쁜 옷 다 캡쳐해서 서로

학교에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봐야죠. 진짜 장난 아

니에요.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중학생, 16세, K)

유튜브는 마약이에요. 학교에서도 유튜브로 아이돌 뮤직비디오 보고 이야기하죠.

이 유튜버가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는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려면 유튜브를 봐

야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 안 보는 애들은 소통이 안 돼요.

(중학생, 15세, O)

연구를 통해 수치적으로 Z세대의 유튜브 이용률이 높다는 결과 외에

도 유튜브가 다루는 영상은 게임, 드라마, 먹는 방송, 그리고 패션·뷰티

등 거의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는 만큼 Z세대는 패션 유튜브 소비

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식 습득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영상을 시청한 후 유튜버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제품 구매와 같은 구체적

인 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유튜브 내 활동 및 영

상 시청이 일상생활과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

는 만큼 이들의 일상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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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유튜브 이용 동기

Z세대는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패션 제품의 정보나 유행을 다양

한 매체를 통해서 습득한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것을 하나의 취미이자

놀이로 생각하여 다수가 애호하는 제품이 아닌 자신에게 꼭 맞는 패션

제품을 선호하거나 구체적인 취향을 갖고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

8). 이에 Z세대의 외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

는데,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Z세대는 외모관리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는

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으며, 소셜 미디어 속 아이돌에 많은 관

심을 보이거나 유튜브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로부터 모방심리에 자극

을 받고 있었다. 신정혜(2000)는 신세대가 TV 속 패션에 관심이 많고 T

V를 통해 패션 제품에 대한 스타일, 색상, 유행과 같은 정보를 습득하며

이를 패션 정보원으로서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패션 정보원이 유튜브라는 매체로 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Z세대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행태를 분석한 박주현(2019)은 Z세대가 입

시로 인한 시간적 제약과 개인화된 정보를 요구하는 맞춤형 욕구로 인해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시청한다고 하였다. 이에 Z세대는 유튜브를 습관적

으로 시청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시

청 동기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Z세대가 TV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미디어를 경험하고 여러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Z세대의 외모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Z

세대는 미디어 및 또래의 영향을 받아 외모에 신경을 쓰거나 지속적으로

본인의 얼굴과 몸을 가꾸게 된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튜브나 그런 데 봐도 요즘 세상이 옷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TV나 친구들 봐서도 그렇고 화장을 해서 얼굴이 많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거든

요. 저도 그래서 변화를 주고 싶어서 화장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고등학생, 18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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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미의 기준은 대중적인 TV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 미

디어에서 보여지는 외모라서, 그 사람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어요. 하얀 피부에 갸름한 얼굴, 그리고

많이 말라서 왜소 해 보일 정도의 마른 거요.

(고등학생, 19세, E)

타인의 영향으로 외모관리를 하는 경우, 자신보다 남에게 잘 보이거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꾸며야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마른 미디어 속의 이상적인 몸

보다 주변 인물들이 개인의 외모와 비슷하여 외모에 대한 상향 및 하향

비교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래가 개인의 외모관리에 중요한 비

교 대상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조윤경 & 김은미, 2008).

어른들도 화장을 안 하면 좀 아파 보인다고 하거나 화장하는 날에는 예뻐졌다고

칭찬을 해주시거나, 화장을 안 하면 어릴 때랑 똑같다거나 이야기하는 게 뭔가

달라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돌려서 말하죠. 공부 잘하게 생겼다. 친구들 사이

에서도 자기관리를 하는 친구들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 해 보이고 더 좋은 성격

으로 생각해요.

(고등학생, 18세, H)

주변에서 너는 치아만 빼면 다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치아교정만 하면 더

예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히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게 더 예쁠 테니까 나중

에 치아교정을 할 생각이에요.

(중학생, 15세, M)

따라서 이들은 주로 학교 내에서 또래들과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나 화

장 방법, 새로운 패션 스타일, 그리고 본인들의 신체 불만족에 대한 것이

대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응답하였다. Z세대의 청소년들은 본인의 외모

뿐만 아니라 또래들의 외모나 유명인이 착용하는 패션에 관해 이야기하

기도 하고, SNS를 통해 습득한 외모관리에 관한 내용 중, 재미있거나

유익한 영상들을 또래와 공유하거나 쉬는 시간에 함께 시청한다고 하였

다.



- 60 -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이용 동기는 개인

의 시청 목적과 패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Z세대

가 패션 유튜브를 이용하는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먼저 영

상의 내용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다른 매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독창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영상이나 자신이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다. 다음

으로는 오락 추구를 목적으로 내용보다는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는 경

우로, 유튜버가 또래의 말투와 비슷하거나 신조어 및 유행어를 사용하며

또래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다. 유튜버들은 적절한 때에 영상 사이에 웃

긴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삽입하여 시청자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고,

이에 Z세대는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며 고민과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해소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은 패션 유튜버의 영상을 팬의 입장에서 지속

적으로 구독하는 경우로, 패션 유튜버의 신체적 매력이나 직업, 가치관과

같은 특정 유튜버 자체를 팬의 입장에서 동경하여 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1) 정보 추구

정보 추구는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상품명을 검색

하여 제품의 디테일이나 후기를 찾아볼 때 유튜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는 유형으로, 현재 혹은 미래에 옷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나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를 때 패션 유튜버가 추천하는 제품 영상을 시청한다고 하였다.

또한, 패션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의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착장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나 의류 보관법과 같은 노하우에 관한 영상

들을 시청하며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얻고 있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은 전혀 아닌데, 이 사람이 저랑 옷 스타일이 되게 비

슷해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정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사람 일상에 관

한 영상은 절대 안 봐요. 그냥 이 사람 사는 건 안 궁금하고, 말하는 게 좋은 것도



- 61 -

아니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입은 옷

이 내 스타일이랑 비슷하니까 봐요.

(대학생, 23세, C)

유튜브에서 모든 쇼핑몰이라는 콘텐츠로 영상을 올리는데 그중에서 내가 자주

가는 쇼핑몰에 대한 정보, 후기들 알 수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봐요. 사실 그런

구체적인 영상들은 블로그나 다른 데서는 생생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독창적이죠.

또 좋은 점이 직접 제품을 입고, 또 세탁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주니까요.

(고등학생, 19세, E)

제가 어떤 옷에 대해서 궁금할 때 제품을 검색해서 전문가들 영상을 보죠. 하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제품 어디 브랜드이고 얼마이고, 자기가 입었을 때 어떻다

하는 영상을 여러 개 보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요. 그거까지 보고 나서 보통

쇼핑을 해요. 두 번 세 번 후기나 리뷰를 필터링해서 사죠.

(고등학생, 17세, J)

추천 썸네일에 뜨는 것 중에 저한테 가장 유용할 거 같은 걸 클릭해서 보는 편이

에요. 제가 관심있는 브랜드의 옷을 사서 하울을 찍었다던가 최근에 아울렛이 어디

에 새로 생겼는데 못 가보는데 궁금하면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올린 영상 같은 거

요.

(고등학생, 19세, E)

그 사람들이 제 취향을 잘 맞춘 옷을 소개해주니까요. 다른 곳에서는 제 취향에 맞

는 옷을 찾기가 힘든데, 패션 유튜브들 중에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제 취향에 맞

는 걸 발견하기도 해요.

(중학생, 15세, M)

Z세대의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는 개성표현의 의지와 이를 남들에

게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이다(박슬기, 2017). 또한, 이들은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며 브랜드를 추종하기보다는 본인의 취향과 매력을 깊게 탐구하

는 성향이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이에 Z세대는 타인과는 구별

되는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과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튜

브를 시청하며 이를 부분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

는 TV에서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연예인의 외모를 미의 기준으로 삼

거나 이들이 착용한 고가의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비슷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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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와 비교적 저렴한 금액대의 제품을 소개해주는 유튜버의 영상을 참

고하여 이를 패션 코디네이션이나 쇼핑 시에 정보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옷을 어떻게 코디해야 할지 모를 때나 뭘 사야 할지 모를 때 유튜브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니까 따라 사기도 쉽고, 그러면서 제 패션 스타일이나 취향이 생

기는 거잖아요.

(중학생, 15세, N)

유튜버랑 똑같이는 입어도 애들이랑은 달라 보이고 싶어요. 현장체험 같은 데 갈

때는 딱 저만 돋보이게 하고 가요. 저는 유튜브 보면서 어른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애들은 다들 평범하고 캐주얼하게 입는데 저만 어른스럽게 입

어서 튀거든요. 저는 좀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 애들이랑 달라 보이고 저만 관심

받는 게 좋아요.

(중학생, 16세, K)

특히 패션 유튜버가 제안하는 유행 및 제품에 관한 정보들을 체화한

10대 청소년들은 본인이 또래들 사이에서 패션 정보원이 되어 이를 타인

에게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또래들 사이에서 패

션 유튜브를 참고하여 의복을 구매하거나 코디네이션 방법을 토대로 새

로운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였을 때 타인으로부터 ‘옷을 잘 입는다’, ‘잘

꾸민다’,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본인이 남들

과는 외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는 궁극적으로 패션 유튜브를 통해 다른 친구들보다 미리 유행을 알고

의복을 통해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타인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받

고 소속된 집단 내에서 인정과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결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패션 유튜브를 통해 외모 가꾸기에 관한 정보 습득을 추구하는 Z

세대는 그 속에 남들과는 달라 보이고 싶거나 개성 추구의 욕구가 내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심층 면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Z세

대 10대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일부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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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션 유튜브가 본인의 개성을 발굴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패션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시청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

였다.

패션 유튜버가 알려주는 옷 그대로 사서 입고 나가면 되게 좋아요. 제가 옷을 다른

애들보다 잘 입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유튜버가 알려주는 걸 입는 게 뭔가 저만

의 개성을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애들보다는 더 예뻐 보

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주로 안 입는 스타일을 유튜브 통해서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옷 잘 입는다고, 이 옷 예쁘다고 이야기해주면 기분

좋고 보람이 있죠.

(중학생, 15세, M)

패션 유튜브에서 트렌드 컬러나 유행하는 스타일 같은 걸 자주 봐요. 그걸 참고해

서 애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사기도 하고요. 애들이랑 외모 이야기하다가

애들이 ‘너 이 색깔 옷 입었네?’ 하면 이게 트렌드 컬러니까 입었다고 애들이 ‘오’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게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더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래요.

(고등학생, 18세, H)

2) 오락 추구

두 번째는 재미의 요소가 가미된 패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로, 특히

중학생의 경우 말투가 웃기거나 행동이 재미있는 패션 유튜버를 선호하

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 유튜버가 제품을 설명할 때 약간의 비속어를 사

용하거나 또래처럼 편안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영상을 시

청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패션 유튜버들이 유익한 정보를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전달해주기에 오락적인 측면도 함께 충족된다고 하였다.

짱구 대디는 패션 고자 탈출시켜주는 콘텐츠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재미있어서 봐

요. 저의 취향보다는 그 영상이 재미있고 독창적이라서 시청해요.

(고등학생, 18세, G)

저는 유튜버가 말하는 게 재미있어야 봐요. 제 또래 수준에 맞춰서 해주는 영상



- 64 -

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짤(이미지)이나, 과장된 포즈들이 재미있고 웃길 때요.

제품 설명 하다가도 웃긴 이미지 같은 거 넣어서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서 재미

있고요.

(중학생, 15세, M)

유튜버가 말하는 게 재미있고, 공감도 되고요. 옷을 설명할 때 웃기게 말해요. 비

유하면서 웃기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외모나 이상한 옷차림새를

비하하는 게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딱딱하게 정보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친구처럼

말해주는 게 좋아요.

(고등학생, 18세, H)

3) 유명인의 추종과 팬덤의 구성원으로 활동

Z세대 중 일부는 특정 유튜버 팬으로서 이들과의 비대면 관계 형성이

나 팬덤 내 구성원들과의 공감 및 유대 형성을 위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

었다. 시청자들은 특정 유튜버 채널의 지속적인 구독자로 활동하며 자신

의 의견 및 아이디어의 공유, 시청자들과 채팅 참여, 댓글 달기 등 비대

면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는 특

정 유명인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비대면 상호작용을 추

구하고 있었으며, 유튜버와의 일방적인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팬

덤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시청자들은 수동적인 영

상 시청이 아닌, 유튜버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댓글을 이용하여

유튜버에 호의 표시, 유튜버에게 영상 속 제품 정보를 요청하여 즉각적

인 모방을 하며 유튜버의 외적 매력을 본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모습으

로 나타났다.

Johnson은 개인이 특정한 유명인을 추종하고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팬

덤 현상에 대해 팬들은 자신과의 유사성이나 친밀감, 공유할 수 있는 가

치가 있는 유명인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

체화 해 나간다고 하였다(석승혜 & 조성남, 2016). 즉, Z세대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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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이 패션 유튜브를 자발적으로 시청하고 이를 모방하는 행위는

미디어 내에서 소속된 집단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

내고자 하는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유튜버랑 댓글로 대화를 한 적도 있고, 댓글에

영상 올린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면 크게 하트가 떠요. 그것도 많이 받아봤고. 그냥

같은 나이 때의 여자애들이랑 소통하는 느낌. 그냥 나도 그랬어. 나도 그거 좋아

해 이런 식으로. 다들 매우 관심받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대학원생, 25세, A)

유튜브 라이브를 본다던가 해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매력 있다고 느끼면 막

궁금한 거예요. 최겨울씨 팬카페 가입한 적 있어요.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 옷 사진

궁금해서 보긴 해요. 요즘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나. 라이브 때 유튜버한테 말 걸

어본 적 있어요.

(대학생, 24세, B)

댓글 이벤트 참여한 적 있어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기면 당첨된 사람들 영상에

서 유튜버가 입은 옷 무료로 보내준다 그런 거요.

(고등학생, 19세, E)

유튜버한테 영상에 있는 제품 살 수 있는 곳 링크 달라고 했는데 주소 주니까

좋았어요.

(고등학생, 17세, J)

유튜버들은 인스타 팔로우하죠. 또 인스타에 타고 들어가서 옷 잘 입는 사람 있으

면 팔로우하고요. 예전에 패션 평가받고 싶어서 쩡대 유튜버한테 카톡 보낸 적 있어

요.

(중학생, 16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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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유튜브 지각 특성

Z세대는 패션 유튜브를 통해 일반인이 쉽게 얻을 수 없는 패션 분야

의 전문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영상의 내용 또한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를 시청한다고 하

였다. 즉, 시청자 입장에서 지각하는 패션 유튜브의 특성은 크게 취향 위

주의 맞춤형 영상 시청과 제품의 간접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감이라

는 기능적 이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Z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기다리

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유행과 새로운 제품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다는

점과 잡지나 책과 같이 정보를 구매하거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맞춤형

추천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과 같은 개인화되어 있는 서비

스가 패션 유튜브만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1) 취향 위주의 맞춤형 영상 시청

Z세대는 TV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는 패션 제품

에 대한 솔직한 후기나 시청자의 즉각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제작되는 영

상들이 일정 본인의 취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TV는 개인

의 취향보다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다소 어른스럽거나 일상생활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

다. 반면 패션 유튜버는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일

반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TV처럼 시청률이나 광고에 크게 구속되지 않

기에 시청자의 관심사와 취향에 기반한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

성으로 나타났다. 즉, Z세대는 TV에 등장하는 유명인이 아닌, 본인과 유

사한 외모의 패션 유튜버의 외모관리 방법을 탐색하고 이를 일상에서 유

사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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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가 아닌 이상 이런 구체적인 정

보를 직접 얻기 힘든데, 유튜브 영상은 무료로 화장하는 꿀팁이나 옷을 어울리게

잘 입거나 예쁜 패션 코디를 배우는 게 가능하죠.

(고등학생, 19세, E)

하울 영상이랑 패션 제품 후기 많이 보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옷이나 액세서리를

직접 가서 보지 않고도 영상으로 제품의 장단점들을 실물 제품을 보여주면서 유

튜버가 직접 알려주니까 좋죠.

(고등학생, 19세, E)

제가 알 수 없는 명품이나 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같아서요. 명품의 의

미 같은 걸 공부하죠. 그게 아니면 패션 스타일 조합이나 색감 같은 걸 참고하면서

스타일링을 배우는 거죠. 예쁜 조합들을. 제가 레이어드를 좋아하니까 레이어드 색

감을 조화롭게 하는 유튜버를 봐요.

(대학생, 23세, D)

잡지는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있으니까 좀 지루하다 느껴지고, 또 내가 보고 싶

은 것 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유튜브는 바로바로 패션쇼가 올라오고 잡지보

다 훨씬 빠르고 선택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대학생, 24세, B)

특히 개인의 취향은 자신의 이상형으로 여기거나 유사한 패션 취향의

유튜버를 선택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TV와 다

르게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얼굴과 체형의 선호에 맞게 정보 전달자를 자

유롭게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는 저랑 비슷한 얼굴 이미지인데 저보다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시청하

는 유튜버는 저보다 더 예뻐야 해요. 저의 얼굴에서 업그레이드 버전. 원래는 눈이

저랑 비슷해서 좋아하고 자주 봐요.

(고등학생, 18세, H)

제가 시청하는 유튜버는 쌍꺼풀이 없는 유튜버인데, 쌍꺼풀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

으니까 많이 봐요. 이 사람 영상 보면서 눈 화장을 많이 참고해요. 이 사람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하면 눈이 조금 달라지는지, 눈에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봐요.

(중학생, 15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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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실재감과 간접체험이 충족되는 영상 시청

패션 유튜브 영상의 기능적인 측면을 선호하는 Z세대의 경우, 패션 제

품을 단편적인 사진으로 접하는 전통 매체와 달리, 영상을 통해 옷의 움

직임이나 빛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패션 유

튜브의 특성으로 인식된다. 영상을 통해 제품의 소재나 유튜버가 착용했

을 때 태와 같은 입체적인 느낌을 여러 각도로 파악할 수 있기에, 2차원

의 사진에서 누락된 정보들이 영상을 통해 제품의 실재감은 높이고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에 관한 사실적

내용 또한 친근하고 재미있는 표현방식으로 전달되며 제품의 생동감을

높인다는 특성이 있다.

사진으로만 보면 360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핏

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것 같아요. TV는 좀 부분이 작아요. 방

영하는 부분이 작고 또 찾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채널을 돌려봐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걸 한 번에 모아서 압축시켜 놓은 거죠.

(고등학생, 17세, J)

옷을 사진으로만 보는 거랑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조작이 없을 것 같아서 믿는 거죠.

(고등학생, 19세, E)

저는 옷 살 때 후기를 엄청 많이 보는 편인데 그거를 말로 들을 수 있고, 또 영

상에서 여기 보시면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원래 이 옷

은 폴리 100%라고 쓰여 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사진이랑 좀 다르게 빳빳하더라

이런 거? 가방도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들어봐야 하잖아요. 패션 유튜버들은 가방

을 들어보고 빛 반사되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생생하죠.

(대학생, 23세, C)

영상으로 보는 게 자세히 볼 수 있고, 옷의 질감도 사진으로 딱 찍어놓으면 잘 모

르는데 영상에서는 유튜버가 옷을 입고 움직이면서 보여주니까 소재의 느낌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죠.

(고등학생, 19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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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 유튜버에 대한 태도

1) 패션 유튜버의 매력성

Z세대는 본인이 시청하는 패션 유튜버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이들은 유튜버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행동, 습관, 가치관

도 닮고 싶어 했는데, 유튜버가 연예인과 비교하였을 때 솔직하고 가식

이 없으며, 사회적·환경적 조건들 또한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에서 유튜버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거나 매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외모도 매력적이지만 애가 카메라 앞에서 되게 활발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냥 긴장

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말하다가 그냥 웃기면 막 웃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매력적

이에요. 또 유튜버가 엄청 독실한 기독교인데 그걸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솔직한 건 언제든지 보기 좋잖아요?

(대학원생, 25세, A)

일단 외모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다가

왔을 때 바로 마음을 열지도 못하는 편이고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는 편이 아닌

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팬들이랑 모르는 사이인데도 질문에 일일이 다 답변도

달아주고 힘든 이야기 하면 응원도 해주니까 그런 모습들이 닮고 싶은 거죠.

(고등학생, 19세, E)

김무비님 옷 입는 걸 닮고 싶어요. 너무 잘 입어요. 옷 스타일을 비슷하게 입고 싶

어요. 스트릿하게 입으시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중학생, 16세, K)

또한, 세대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패션 유튜버의 외적 매력을 더욱 크

게 지각하거나 특정 유튜버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패션 유튜버의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내면적인 특성보다 외적으로 드러

나는 신체적 특징들을 유튜버의 매력과 연결지어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

다. 즉, 패션 유튜버의 신체 부위 중, 눈, 다리, 허리와 같이 특정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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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예시로 들며 그 생김새가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에 부합

할 때 유튜버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몸매가 너무 좋아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류스펜나 몸에서 허리가 조금 더 얇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미허리로요. 지금보다 나중에 커서 그런 식으로 되고 싶어요. 어

떤 옷을 입어도 핏이 잘 사는 그런 몸매요. 그 중에서도 그 분 다리가 제일 매력

적이라서 닮고 싶어요. 다리가 엄청 길고 얇고 허리도 짧고요.

(중학생, 15세, N)

제가 좋아하는 패션 유튜버는 저랑 동갑인데 일단 얼굴이 일단 진짜 작고 눈이

진짜 크고 코도 높고, 입술이 좀 예뻐요. 약간 필러 맞은 입술처럼.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아 쟤 예쁘다 하는 느낌이라서 매력적이에요.

(고등학생, 17세, J)

류스펜나는 외모도 되게 예쁘고, 키도 크고, 다리도 되게 얇아서 연예인 못지않게

예뻐요. 저는 눈이 크고 눈매가 또렷한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류스펜나가 매

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인데 연예인 수준이죠.

(중학생, 15세, M)

특히 유튜버들은 연예인 수준으로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일반인에 가

까움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잘 가꾸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환경에 놓

여있는 본인과의 얼굴 및 신체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고가의 패션 제품

을 다루는 유튜버를 보며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위치까지 비교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만큼, 유명인들의

추상적인 단서보다는 미디어에서 노출시키는 외모나 의복과 같은 구체적

이고 시각적인 단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Ryan,

1966).

2) 패션 유튜버에 대한 신뢰 정도

연구 참여자 모두 본인이 시청하는 패션 유튜버가 내면적·외면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응답하거나, 이들이 소개해주는 패션 제품을 구매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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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리에 관한 방법을 모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Z세

대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인플루언서에 더욱 열광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Z세대가 의류 및 뷰티 제품 구매 시 연예인보다 유튜버의 조언

을 더욱 신뢰한다는 보고서 결과와 일치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하지만 Z세대의 절반 이상은 패션 유튜버가 매력적이기는 하나 그들

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패션 유튜버를 신뢰하

는 정도에 대하여 일부는 유튜버가 소개하는 제품을 신뢰하거나 대부분

믿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패션 유튜버가 초창기와는 다르게 TV에서

처럼 제품의 협찬을 받아 홍보성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음

을 들어, 이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거나 시청자가 이를 적절히 비판적

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패션 유튜

버가 제품의 장점만을 특히 강조하거나, 패션 유튜버의 취향이 아닌 일

관성 없는 제품을 소개할 경우 이를 광고성 영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패션 브랜드와 유튜버의 상업적인 이익 관계가 형성될 경우, 유튜버

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Z세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인 무엇이든 한 번쯤 경계하고 정보의 사실 여부를 의심하며, 궁

금증을 갖는 성향에 비추어 볼 수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따라서 Z세대가 연예인보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 속의 부자연스러운 광고들을 빠르게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유튜버의 의견을 참고만 할 뿐, 본인이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해 본 후에야 마침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Z세대의 신중함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Z세대는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먼저 인터넷 쇼핑몰과

‘지그재그’, ‘스타일 쉐어’와 같은 모바일 앱에서 제품 정보와 사용 후기

를 탐색한 후, 다시 패션 유튜버가 착용하고 촬영한 제품 리뷰 영상을

찾아 시청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실

물을 접한 후 착용해보며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

여 제품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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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보는 사람이 내용을 적절하게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유튜

브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광고들이 좀 보여요. 그럴 때는 이게

과연 네 취향이야? 물어보고 싶죠. 나는 네가 좋아하는 옷을 보려고 구독을 하는

건데 유튜버는 광고하고 있으면 공감이 안 되죠.

(대학원생, 25세, A)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정보는 습득은 하지만 제가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으

니까 실제로 물건을 보고 장단점을 보고, 제가 입었을 때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고등학생, 19세, E)

저는 그 유튜버가 소개하는 제품 영상의 정보가 애초에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영상을 먼저 찾아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경과를 보여주는 영

상 같은 거요. 전후가 확인되면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고등학생, 18세, I)

옷에서는 마감같이 객관적으로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제가 아무리 패션

유튜버를 좋아해도 제 눈에 보이는 사실만 믿어요.

(중학생, 16세, L)

3) 패션 유튜버와의 비대면 유대감 형성

Z세대는 유튜버의 친근한 말투와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인해 이

들과의 친밀감과 유대가 형성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부 참여자는 일상에서 패션 유튜버와 더욱 친해지거나 친구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보였는데, 이는 「트렌드 MZ 2019 (2018)」

에서 Z세대가 인간관계에 있어 단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생활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타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

해 노력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보고서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Z세대는 타인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며,

적당히 취향을 공유하면서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연대

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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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너무 안 맞는 유튜버들도 있으니까 친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

니까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느낌인 거지, 사적으로 친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

어요. 귀찮아요. 그런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요.

(고등학생, 18세, H)

친밀감이 안 드는 게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되게 많다 보니까 어차피 저는 그 구독

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요. 친구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고등학생, 18세, I)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영상 속에 내버려 두고 싶어요.

(중학생, 15세, O)

밖에서 만나도 아는 척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알고 인사하고

저에 대해서 아는 거처럼 말하는 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불편함을

남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 같아요.

(고등학생, 19세, E)

앞선 2절에서는 Z세대의 패션 유튜브 및 유튜버에 대한 태도로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과 이용 동기, 시청자 측면의 패션 유튜브 지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패션 유튜버의 특성을 매력성, 신뢰성,

유대감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Z세대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 내

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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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패션 유튜브 및 유튜버에 대한 태도

태도 구분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

모바일 이용과

영상 자료에 친숙

모바일을 이용한

여가활동 및 온라인 쇼핑 추구

글이나 이미지보다

영상 자료 선호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기 용이함

활발한 유튜브 

소비를 통한 욕구 

충족

여가시간에 취미활동으로서 활용

또래 및 집단 내 주요 대화 주제

패션 

유튜브

이용

동기

필요한 정보 습득 및 

지식 축적
지식 축적을 토대로 일상생활에 반영

재미와 오락을 

목적으로 시청

즐거운 감정으로의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

팬덤의 구성원으로 

활동
유튜버와의 공감대 및 경험 공유 추구

패션 

유튜브

지각

특성

취향 위주의 맞춤형 

영상 
구체적인 패션 관심사에 기반한 선택적 영상 시청

제품의 실재감과 

간접체험의 충족

이상형 및 본인과 유사한 외모의 패션 유튜버 영상 

시청

패션  

유튜버에

대한 태도

패션 유튜버의 

매력성

유튜버의 외적 매력뿐만 아니라 행동, 습관, 가치관과 

같은 내적 매력에도 관심을 보임

세대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패션 유튜버의 매력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단서들과 연결지음

패션 유튜버에 대한 

신뢰 정도

연예인보다 패션 유튜버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을 신뢰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

패션 유튜버와의 

비대면 유대감 형성

유튜버의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인해 친밀감과 

유대감이 증가함 

오프라인 공간에서 유튜버와의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75 -

제 3 절 패션 유튜브가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에 응답한 Z세대는 전반적으로 외모관리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

으며, 얼굴 성형, 메이크업, 몸매 관리, 패션 스타일 등 각자 외모를 가꾸

는 데 있어 관심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었다. Z세대는 특히

자신에게 즉각적인 재미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추구하며, 그

중 하나로 외모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 본인에게 잘 어울리고 취향을 충

족할 수 있는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특성을 보인다(대학내일20대연

구소, 2018).

이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만큼 패션 제품 구매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패션 및 뷰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

나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는 횟수를 정해놓지 않고 거의 매일 수시로

패션 아이템을 탐색한다고 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쇼핑을 모두 이용

하며 본인의 취향을 발굴하며 외모관리에 적극적이었으며, 외모를 가꾸

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보면서 스트레칭 같은 요가 영상을 많이 따라 해요.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유튜브 영상 활용하고요.

(대학원생, 25세, A)

저는 피부과 시술 같은 게 요즘 관심사에요. 이너뷰티,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꼬셔 가지고 보톡스 맞았어요.

(대학생, 24세, B)

옷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다이어트도요. 근데 운동을 싫어해서 그냥 관심만 많은

편이고, 그래서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옷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대학생, 23세, C)

이처럼 Z세대의 높은 외모 관심도는 주도적으로 패션 제품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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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매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

매력이 낮은 청소년들도 대부분 부모님의 취향보다는 본인이 마음에 드

는 옷을 고른 후, 부모님은 비용만 부담해 줌으로써 실제 의복 착용자와

구매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Z세대는 부모님과 자신이 추구하

는 패션 스타일이나 소비 습관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님이 원하

지 않는 옷을 사 올 경우 대부분은 착용하지 않거나 환불한다는 응답을

통해 자신의 취향을 반영 한 의복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주로 골라서 사요. 엄마가 가끔 무슨 옷을 사와도 제 마음에 안 들면 환불

해요. 절대 안 입어요. 비싼 게 사고 싶을 때는 돈을 모아서 사거나 언니랑 반반해

서 나눠 입으려고 사죠.

(고등학생, 18세, H)

비싼 옷을 살 때는 엄마랑 같이 가서 엄마 카드로 사죠. 쇼핑 가서 고르는 건 무조

건 제가 다 골라요. 엄마는 관여해도 제 고집을 못 이겨요. 엄마가 사준 옷은 입

은 적도 없고 입을 생각도 없어요. 취향에 맞는 걸 사다 준 경우도 없었고요.

(고등학생, 17세, J)

엄마는 옷을 잘 몰라서 저한테 추천해주시지는 않아요. 또 저는 엄마랑 다르게 저렴

하게 많이 사자 주의라서 엄마는 돈만 주시는 거죠.

(고등학생, 19세, E)

제가 옷 사는 걸 다 결정하니까요. 주로 옷은 제가 다 결정해서 사는 데 가끔 엄마

가 옷 사다 주면 막 이상한 거 사다 줘요.

(중학생, 15세, O)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및 학원으로 제한 된 일상 속에서 단시간에 외적

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화장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대부분 등교 시

미용 렌즈를 착용하거나 색조 메이크업 등 간단한 화장을 한다고 응답하

였다.

옷에도 관심 많고 얼굴 화장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지금도 제가 단발이라

서 가발을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화장도 웬만해서는 매일 하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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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9세, E)

저는 아침이나 학교에서 피부 화장을 컨실러랑 팩트, 눈썹, 그리고 아이쉐도우,

아이라인, 쉐딩, 블러셔, 입술 이렇게 해요. 저는 마스카라도 안 하고 렌즈도 안

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화장을 안 하는 편이죠.

(고등학생, 18세, H)

청소년들은 교복으로 인해 일상복을 입는 날이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

구하고 꾸준하게 유행하는 패션 제품과 스타일에도 높은 관심도를 보였

다. Z세대 10대 청소년들은 교복 위에 착용하는 외투나 액세서리 하나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외모를 꾸미는 데 들어

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거나 전체 한 달 용돈 중에서 화

장품 및 의복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에서 거의 대부분을 외모 꾸미는 데 사용해요. 화장품은 다 써서 필요할 때

사거나 제품 사서 쓰다가 이 색이 나한테 안 맞는 거 같다 하면 다른 색도 사고요.

옷은 계절이랑 상관없이 사고 싶을 때 사요. 한 달에 많이 사면 3~4번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고등학생, 19세, E)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매일 입는 스타일이 맨투맨이랑 청바지니까 그 스타일을 바

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랑 인스타 보면서 옷도 막 여러 벌 사면서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어요.

(중학생, 16세, K)

옷은 매일 온라인으로 구경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가는 곳이 학교나 학원밖에 없

으니까 사지는 못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구경만 해요.

(고등학생, 18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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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유튜브가 외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현대인은 미디어에서 미적 체험을 하며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

거나 이상적인 신체와 외모에 대한 특정 ‘관념’을 형성하고, 이는 궁극적

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진다(Patzer,

2009). 특히 Z세대는 유튜브 내에서 패션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

속의 인물들을 통해 미적 체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챕터에서는 패션 유튜브 시청이 Z세대의 외모에 대한 인식에

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Z세대의 얼

굴, 몸·체형, 그리고 의복 행동과 같은 실천 차원의 외모관리행동은 어떻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주관적 신체 이미지 형성과 감시의 증가

Z세대 모두 본인 및 타인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여자 모두 본인의 생김새나 신체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

며, 각자의 외모 만족도 수준에 맞게 이를 보완·유지해나가는 모습을 보

였다. 특히 외모 만족도가 낮은 참여자의 경우 콤플렉스를 보완하기 위

한 정보 수집의 수단으로서 패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불만족하는 편인데, 제가 조금 졸린 눈이라서요. 좀 눈이 컸으면 좋겠

고, 쌍꺼풀 라인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눈을 거의 화장으로 보완을 하는 편이죠.

제가 귀 옆쪽에도 M자 탈모처럼 머리가 없어서 좀 심고 싶어요. 흑채를 칠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얼굴 쉐딩하는 방법, 하이라이터, 아이라인,

저 옆에 머리 없는 부분 가려주는 옆머리 자르기라던가 얼굴 턱선이나 광대를

가리는 방법 같은 걸 보죠.

(고등학생, 19세, E)

눈 성형수술 하고 싶어요. 눈을 쌍꺼풀을 좀 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쌍꺼풀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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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봤는데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하면 눈이 커 보일

수 있고 쉐딩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 참고하죠.

(고등학생, 18세, H)

얼굴에 광대만 좀. 몸매는 좀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이 좀 많거든요.

배랑 전체적으로 살이 많아요.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 자극 짤 찾아보긴 하는

데 실천을 잘 안 해요. 특히 다리 살 빼고 싶어요. 작년에 한 2~3개월 정도 열심히

해서 10kg 정도 감량했었거든요.

(고등학생, 17세, J)

저는 상체에는 살이 안 찌고 하체에만 살이 찌는 편이라서 다이어트를 해도 오래

해야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시술을 받을까 생각을 진지하게 많이

했어요. 날씬해지는 주사 같은 거.

(대학생, 23세, C)

Z세대가 본인의 외모에 불만족하는 경우, 콤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

이 나타났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나 선호하는 패션 아이템

및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자

신의 신체 사이즈를 기록해놓은 표나 정보를 토대로 이를 제품의 치수와

비교하여 구매하거나, 신체적 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가려주거

나 부각되지 않는 옷을 선호하고 있었다.

옷을 살 때 길이, 핏, 그런 게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필터링을 거쳐야 해요. 몸을

부각하지 않는. 예를 들어 치마도 저는 엉덩이가 튀어나온 편이라서 원피스 길이가

82cm는 넘어야 하고, 치마는 43cm를 넘어야 하고, 치마는 퍼지는 형태로 허리는

골반에서 시작하는 건 안돼요.

(대학생, 23세, C)

저는 제 바디 치수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요.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핏

이 나오겠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엉덩이가 크다 보니까 허리길이에 맞추거나 엉

덩이에 맞추거나 해서 통이 큰 바지를 많이 사요. 상의도 옷의 어깨선이 드롭으로

되어있으면 어깨가 더 부해 보여서 저는 약간 어깨가 선이 맞거나 래글런을 선

호해요.

(대학생, 23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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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키 커 보이려고 투피스를 많이 입어요. 저는 짧은 치마

같은 거 입어서 시선도 분리되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 위로 좀 스커트를

올려서 입는 걸 좋아해요.

(고등학생, 18세, I)

청바지가 다리 모양이 잘 나오는 게 저랑 잘 맞아서요. 제가 다리는 그래도 만족

하는 편이라 스키니진이나 세미 일자 모양의 청바지 다리가 가늘어 보이고 길어

보이는 거요.

(고등학생, 19세, E)

롱 스커트를 많이 입어요. 체형을 보완할 수 있고 옷을 잘 입어 보여서요. 저는 다

리가 발목은 가는데 허벅지는 두꺼운 체형이에요. 그래서 롱스커트를 입으면 딱

발목만 보여서 날씬해 보이거든요.

(고등학생, 18세, H)

블랙 팬츠에 와이셔츠 같은 조금 어른스러워 보이는 옷을 선호해요. 제가 원래 생

긴 게 성숙하게 생겨서 또래 애들 스타일로 입으면 저한테 안 어울리고 이상하더

라고요. 치마는 교복 치마밖에 없어요. 다리가 두꺼워서 다리를 내놓는 걸 싫어해

요. 여름에도 시원한 바지나 청바지같이 얇은 거를 주로 입어요.

(중학생, 16세, K)

이러한 Z세대의 높은 외모 관심도와 구체적인 패션 취향은 패션 유튜

브의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시청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본인의 신체 이

미지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이미지(Body i

mage)란 본인의 신체를 마음속에 ‘상(像)’으로 떠올려보는 것으로(Gerge

nm, 1971),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신체 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신체를 가꾸는 데 관심을 갖는 정도를

포함하는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몸과 타인의 몸을 비교하여 본인의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

만족하게 되면, 이는 결국 개인의 외모 자존감이나 자아 존중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남수정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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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은 패션 유튜브 내에서 본인과 유사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미적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버를 구독하며, 영상을 통해 습득한 외모

관리 방법들을 토대로 본인의 얼굴에서 콤플렉스인 부분을 보완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에 시청자들은 패션 유튜버를 본인의 얼굴과 몸의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본인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인지할 때 이를 패

션 유튜버의 신체적 부위와 직접 비교해보며 관리나 변형을 통해 본인의

신체 이미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Z세대는 패션 유튜버가 몸매가

드러나는 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그 디테일을 소개하거나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몸의 윤곽이 강조되는 운동방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며 이전에

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신체 일부를 더욱 확대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나와 비슷한 일상과 환경에서 생활하는

일반인 유튜버들이 외모를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욱 외모

가꾸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패션 유튜브 영상을 시청

하기 전에는 미적 기준이 높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예인과 본인을 비교

하는 데 그쳤다면, 본인과 비슷한 외형 혹은 약간 이상적인 모습의 유튜

버들을 접하게 되며 본인 또한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보다는 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 하면서

노력을 더 하게 되죠. 영상에는 다 마른 사람만 나오는 거 같아요. 통통한 사람들

보면서는 별생각이 안 들고, 무조건 마르고 예쁜 애들이 눈에 들어와요. 특히 영

상에서 유튜버들 다리 보면서 빨리 살을 빼야 유튜버가 입은 저런 스키니진 같은

옷 입을 수 있겠다 싶어요.

(고등학생, 18세, G)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더 부각 되어 보여요. 예를 들어 저는 여드

름 대해 신경을 별로 안 쓰다가 유튜버들 보면 피부가 하얗고 좋으니까 갑자기

내 피부를 보면서 “아 갑자기 내 여드름 없애고 싶다”.

(고등학생, 17세, J)

옷을 보게 되면 딱 달라붙는 걸 입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제가 입는 모습을 상상

을 해보면 유튜버랑 다르니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뚱뚱한 사람들은 잘 없고 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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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위주니까, 유튜브에서도 마른 사람들 딱 달라붙는 옷 입은 거 보고 저를

보면 저는 뱃살, 팔뚝 살이 있으니까 아 이 옷은 좀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학생, 16세, K)

또한, 본인의 눈, 피부색, 얼굴형 등과 같이 생김새가 유사한 유튜버의

외모관리 방법을 모방하기 위하여 특정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경

우, 스스로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외모의 특징에 대해 유튜버가 이를 콤

플렉스라고 이야기할 경우, 사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외모를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물리적인 외모 변형의 욕구를 느끼는 경우도 나타

났다.

저는 원래 제 눈에 만족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저랑 닮은 유튜버가 자기의 눈

모양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저는 눈앞 쪽이 동그랗게 생긴 걸 좋아했

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콤플렉스라고 하니까 “아 몽고주름이 나쁜 거였구나”

싶어서 되는대로 빨리 앞트임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요.

(고등학생, 18세, H)

류스펜나 다리 보다가 저를 보면 제 종아리에 근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

박멸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류스펜나가 한 다리 근육 빼는 수술 영상을 봤는데, 그

건 아프거나 무섭지는 않아서 저도 나중에 크면 하려고요.

(중학생, 15세, N)

즉, 본인의 신체 이미지를 패션 유튜버와 상향비교 할 경우, 이는 궁극

적으로 패션 유튜버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에서 나아가 본인의 외

모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예 제가 유튜브라는 걸 몰랐던 초등학생 시절로 올라가면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

는지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서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예쁘고 날씬한 사람을 보면서 확실히

아 살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하얘졌으면 좋겠다, 예뻐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

음이 생겼죠.

(고등학생, 17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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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리는 제가 원래 별생각이 없었는데, 패션 유튜버들 보면 다리가 너무 길

고 예쁘니까 다리에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중학생, 15세, N)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는 주로 마른 몸매의 유명인을

등장시켜 개인의 얼굴과 몸에 대한 상향비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스스로의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거나 본인의 몸에 불만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며(조윤

경 & 김은미, 2008), 시청자들이 미디어 속 연예인의 획일적이고 정형화

된 미를 우상화하고 추종하게 된다는 미디어 루키즘 현상이 패션 유튜브

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수남 & 이상은, 2012).

2) 얼굴과 몸에 대한 다양성 수용과 이상적인 미 기준의 약화

이와는 반대로 Z세대는 유튜브 속에서 다양한 생김새, 체형, 패션 취

향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되며 TV와는 다르게 이를 각자만의 개성으

로 인식하고 자신의 외모에서 자신감을 찾기도 했다. 특히 유튜버가 TV

속 유명인의 마른 몸, 쌍꺼풀이 있는 눈, 오뚝한 코와 같이 전형적으로

여겨지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유튜버가 남들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메이크업을 하거나 본인의 체형에 맞는 패션 스타일을 자신감

있게 소화할 경우, 그 자체를 개성 있고 매력 있다고 응답하였다. 패션

유튜브에서는 ‘66사이즈 패션’, ‘통통한 여성 코디법’, ‘키 작은 여자들의

코디법’과 같이 다양한 신체적 조건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업로드되며

높은 영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획일화된 미에서 벗어나자

는 취지에서 가려져 왔던 몸매의 군살과 잡티를 그대로 노출한 미국의

속옷 브랜드 ‘에어리’의 마케팅이 Z세대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듯이(이

승윤, 2019), 국내의 Z세대도 전통 매체가 형성해놓은 날씬한 몸, 완벽한

비례의 얼굴과 같은 고정관념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유트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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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외모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본인의 외모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거

나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여기려는 반응도 나타났다. 이에

전통 매체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이상화된 미에 대한 기준은 약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

기는 Z세대의 성향으로 인해 유튜브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모를 획

일화하지 않고, 이를 각자의 매력이자 개성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래는 인터넷에 나오는 모델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유튜브에는 날씬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 작은 유튜버도 있고, 키 큰 유튜버도 있고,

통통한 유튜버, 마른 유튜버, 이걸 다 보니까 굳이 내가 막 마른 몸이 되어야겠

다는 그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 스타일의 옷에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었어요.

(대학생, 24세, B)

저는 원래 TV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미를 추구해왔는데 뷰티 유튜버는 예쁜 사람도

있지만, 꼭 안 그런 사람도 있어서 외모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걸 느꼈

고, 충분히 화장으로도 원한다면 커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고등학생, 19세, E)

유튜브 보면 각자만의 개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연예인들은 걸 그룹들 보면

다 예쁘고 개성은 없잖아요. 정형화된 틀 안에 있어요. 쌍꺼풀 진하고 코 높고, 턱

뾰족하고, 몸은 되게 말랐어요. 근데 유튜버는 쌍꺼풀이 있든 없든 다 나름의 개

성에 맞춰서 매력이 있어요.

(고등학생, 19세, E)

제가 좋아하는 패션 유튜버는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개성을 살려서 꾸미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

했어요.

(고등학생, 18세, H)

하지만 일부 참여자는 유튜브를 통해 외모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였지만, 정작 본인을 포함한 사회에서 통념되는 이상적

인 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응하면서, 현실에서 본인은 살을 더 빼야 한

다고 응답하거나 피부나 몸매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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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도 나타났다.

유튜브를 보면서 제 몸이랑 비교하고 평가해요. 그래서 너무 마른 건 좀 아닌 거 같

은데 그래도 지금 내 몸보다는 좀 더 빼야겠다 싶죠.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사람

나오는 거 보면서 위안을 얻기는 해도 또 현실로 돌아오면 살을 빼야겠다 싶어

요.

(중학생, 16세, K)

뚱뚱한 편인데 옷을 잘 입는 유튜버들 보면 이런 몸에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저는 잠깐뿐이고 저는 결국 마른 몸을 선호하고 그렇

게 되려고 노력해요.

(고등학생, 18세, G)

유튜버 한 명이 자기는 뚱뚱한 사람인데 “자기는 괜찮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악성 댓글이 진짜 엄청 많이 달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악성 댓글 읽으면서 뚱뚱한 건 안 되겠다. 살을 빼야겠다 싶었어요.

(중학생, 15세, N)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Z세대가 유튜브를 시청하며

패션 유튜버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며 신체 이미지를 지각하는 데 영향

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패션 유튜브에 등장하는 일반인 및 유명인들의 외

적인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또래와 타인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

용할 만큼 유튜버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쟤 진짜 못생겼다. 이런 생각”. 상대적으로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보는 거 같아요. 유튜브 보기 전에는 남들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예쁜 여자보고 밖에서 다른 사람

보면 “어 쟤는 좀 못생겼네” 그런 생각들이 심화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17세, J)

또래 중에 안 꾸미는 애들 좀 있잖아요 한두 명씩. 그런 애들은 패션 유튜브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메이크업이나 스타일 영상들이요. 제가 예쁜 걸 좋아하니까

이왕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도 다 예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19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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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전부 다 진짜 마른 것 같아요. 유튜버도 말랐고

요즘은 다 마른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노력해야겠다 싶어요.

(고등학생, 18세, G)

3) 개성 추구 성향의 강화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며 이상적인 얼굴과 몸에 대한 획일성을 지양하

게 되거나 외모의 다양성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체적 매력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패션 스타일에 있어 본인의 개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사회가 규정해놓은 미적 기준이나 고정관

념을 탈피하고 외모 꾸미기를 통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가 높다(박슬기, 2017).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착

용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본인의 개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싫다’라거나, ‘또래들이 무엇을 입든지 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며 의복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드러

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 이러한 성향은 과거 10대 청소년의 경우, 본

인의 패션 취향이 확고하지 않아 또래 집단의 의복에 동조하며 소속감을

느끼거나(강혜원, 1974), 소속된 집단과 유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유명 상표 및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김병미

(1975)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패션 유튜버는 이러한 Z세대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해주고, 본인만

의 개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존재로서, 전형적으로 아름

답지 않은 유튜버가 본인만의 매력을 살려 옷을 입거나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본인의 개성이라고 이야기하며 Z세

대의 호감을 사고 있었다. 이에 Z세대는 패션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며

나이와 체형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는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기보다는 유

튜버들이 제안하는 더욱 과감하고 남들과는 구별되는 옷차림을 추구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개성 있고 특이한 패션 모음’, ‘이색 코디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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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단하면서 느낌 있는 패션 제품’과 같은 영상을 시청하며 유튜버가

제안하는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학습하며 본인의 패션 취향을 구체화해

가고 있었다. 또한, 이를 자신감 있게 소화하는 패션 유튜버들의 모습을

접하면서 획일화된 의복 행동을 지양하며 유튜버와 유사하게 본인의 개

성과 매력을 알아가고자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Z세대는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비 습관과

취향에 맞는 유튜버가 제안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진 브랜드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또래들보다 먼저 시도해보는 데 적극적이었다.

1~2년 전에는 나를 표현하는 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을 많이 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던 시점에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때 즈음 내가 남

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얼굴 말고도 옷이 있구나, 옷을 잘 입는 게 나를 표

현하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게 화장에서 옷으로 옮겨간 거 같아

요.

(고등학생, 17세, J)

옷을 입을 때 더 나만의 개성을 찾아야겠다. 유튜버 보니까 막 박진영 비닐 옷

같은 거를 청바지에 매치해서 입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강남역에 가서 옷 살 때 뭔가 남들이랑 달라 보이는 특이한 옷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생, 15세, N)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꼭 쭉쭉빵빵 하거나 마르지 않더라도 자기의 스타일에 맞

게 옷을 입어서 예뻐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알았죠. 얼굴도요. 꼭 예쁜 사람만 나

오지는 않더라고요.

(고등학생, 18세, I)

애들이 전부 학교에서 트랙 재킷을 입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개성이 없다고 생각해

요. 반 티도 아니고요. 따라 하는 거 같고요. 유튜브를 보면서는 개성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자기의 개성에 맞게 꾸밀 수 있다는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스타일들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요.

제가 똑같이 따라 하는 걸 싫어하니까 제 개성에 맞게 좀 녹여 들게 하는 거죠. 저

는 남이랑 다르니까요.

(고등학생, 18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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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유튜브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행동이란 자기만족과 더불어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자신

의 개성을 표현할 때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이유리 & 정혜정, 2012). 본 챕터에서는 얼굴관리, 몸·

체형관리, 그리고 의복 행동을 중심으로 하여 패션 유튜브의 영향을 받

은 Z세대의 외모관리행동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보았다.

1)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 즉각적인 외모관리의 모방

Z세대는 본인의 외모 콤플렉스를 보완하거나 지속적인 외모관리를 위

해 자신의 생김새와 유사한 패션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순서, 스킨케어, 피부 관리 방법과 같

은 세부과정이 담긴 영상을 접하며 이를 일상생활에 즉각적으로 적용해

보고 있었다. 또한, 유튜버들의 민낯이 메이크업을 통해 변신하는 과정을

시청하며 자신이 현재 성형수술을 할 수는 없는 상황과 본인의 생김새를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대안으로서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이크업 영상이나 체형 보완이 가능한 패션 제품 영상을 시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버들의 영상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

의 메이크업 제품이나 의류를 소개해주는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만큼,

시청자들은 노출되는 브랜드에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해 보며 변화한 본인의 모습에 만족감을 얻고 있었다.

제가 눈이 콤플렉스이니까 어떻게 하면 눈이 커 보일 수 있고 쉐딩을 어떻게 하

면 자연스러울까 하는 영상을 참고해요. 또 유튜버가 알려준 대로 얼굴에 펄 하면

눈 쪽으로 시선이 더 가니까 눈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없게 되더라고요.

(고등학생, 18세, H)

특히 유튜버들이 피부 관리 많이 하는 거 보거든요. 그 뒤로 피부 관리 좀 더 열심

히 하고 거기서 나온 제품도 사고요. 메이크업하는 건 내 얼굴이랑 조금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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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피부 타입 비슷한 사람 영상을 찾아서 보고 블러셔나 립 제품 추천받

으면 구매하기도 해요.

(고등학생, 18세, G)

얼굴 쉐딩하는 방법, 하이라이터, 아이라인, 저 옆에 머리 없는 부분 가려주는 옆

머리 자르는 거 보고 따라 하거나, 거의 다 보는 거 같아요. 얼굴 턱선이나 광대

를 가리는 방법도 보고 따라 하고요.

(고등학생, 19세, E)

유튜버가 지금 클렌징이 잘못되었다. 이 제품이 훨씬 좋다. 이런 피부는 이런 게 좋

다고 해서 아예 갈아엎은 적 있어요. 특히 화장품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유튜버가 제품끼리 비교를 해주니까 이런 피부에는 뭐가 더 좋다고 하면

사는거죠.

(대학생, 23세, C)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피어싱 뚫은 게 너무 개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개

를 한꺼번에 따라서 뚫었어요.

(중학생, 16세, K)

시청자들은 유튜브 내 맞춤형 추천 영상이나 유사한 영상 이어보기 기

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영상에도 노출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도 영상을 시청하며 미래의 성

형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

다.

성형하고 싶다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패션 관련 피드에 성형외과 광고가 뜨는

데 그게 재미있어서 봐요. 나중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요. 콧볼 축소랑 턱은 짝짝

이라서 턱 교정이랑 광대가 너무 콤플렉스라서 광대 깎고요.

(고등학생, 17세, J)

성형수술 영상 보면 아픈 걸 솔직하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한 후가 너무 예쁘니

까 하고 싶었어요. 성형하면 다 돼요. 코랑 쌍꺼풀 수술이요. 친구랑 다 계획 세워

뒀어요.

(중학생, 15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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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유튜브에서 쌍꺼풀 수술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서 병원도 몇 개 정했어

요. 수술 경과 같은 걸 다 보여주니까요.

(중학생, 16세, K)

또한, 유튜버들이 몸매 관리를 위한 운동방법 및 식이요법과 같은 영

상을 순차적으로 올리면 시청자들은 이를 순서에 맞추어 일상생활에서

따라 해보기도 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

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건강이나 바른 체형을 목적으로 유튜버의 건강관

리에 관한 영상을 참조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즐겨 구독하는

유튜버의 몸처럼 되기 위하여 다이어트 방법을 모방하는 사례가 다수 있

었다.

식이요법도 여러 유튜버가 알려주는데 한별 씨가 밥 먹기 전에 탄산수 한 병을

원샷 하는 거를 알려줬어요. 배를 부르게 해서 살을 빠지게 한다고. 정말 먹어봤더

니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어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대학생, 23세, C)

제가 좀 살이 쪘다고 느껴지거나 어느 부분에 살을 빼고 싶다고 느낄 때 유튜브

에 어디 부분 살빼기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약간 세트를 정해서 일주일에 몇

번 따라 해라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 하죠.

(고등학생, 18세, I)

다이어트하는 영상 중에서 식이요법이나 운동방법 영상 보면서 따라 해봐요. 유

튜버가 다이어트 해서 성공한 방법 같은 거 올려주면 영상 보면서 그 사람 따라 해

보면서 실패하고, 또 다른 영상 찾아보고 다시 재도전하고 그래요.

(고등학생, 18세, G)

패션 유튜버들은 영상 내에서 굶거나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잘

못된 방식들을 지양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건강한 식습관이나 올

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Z세대는 몸매 관리만큼이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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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운동 영상을 참고하거나 건강한 식습관 관리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2) 취향을 반영한 패션 제품의 탐색과 패션 스타일의 부분적 응용

패션 유튜버들은 보편적인 패션 제품 추천이나 코디네이션 영상을 업

로드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수학여행 코디’, ‘귀여운 대학생 추천 패션’,

‘가성비 브랜드 추천’과 같이 시청자가 흥미롭게 시청할만한 라이프스타

일이나 구체적인 취향을 반영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뷰 응답자들도 사복뿐만 아니라 교복을 착용할 때도 패션 유

튜브에서 ‘교복 코디’, ‘교복에 어울리는 아우터’, ‘교복 추천 신발’과 같이

함께 매치하여 어울릴만한 옷과 액세서리들을 검색해본다고 응답하였으

며,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이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자들은 일상복을 코디네이션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적

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전체 의류 구매 결정의 절반 이상을 본

인의 취향과 유사한 패션 유튜브 영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에 Z세대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품의 사용 후

기 영상이나 비교 영상을 우선 시청하며 사전에 착용해보지 못하는 온라

인 구매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내에서 최적의 대

안을 찾아내는 데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유튜브 보고 하의는 두 번 이상 사본 거 같고, 상의는 자주 사요. 전체 옷

중에 60~70% 정도요. 유튜버가 입으니까 이거 괜찮다. 연예인이 입은 옷이 예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에버랜드 갈 때, 체험학습 할 때, 새 옷 살 때, 중요한 약

속이나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 전에요. 아니면 가끔 제가 귀여워 보이고 싶을 때, 남

심 저격 코디 그런 걸 찾아보고 구매하는 거죠.

(중학생, 15세, M)

애들은 다 인터넷으로 후드 티 추천 이런 거 검색해서 제품 순위보고 구매해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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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저는 다른 애들이 입는 브랜드를 입는 건 싫어요. 애들이 다 취향이 똑같아

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는 신경 안 써서 그런 걸 위주로 알려주는 패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먼저 사서 유행하기 전에 입는 편이에요.

(고등학생, 17세, J)

달님 씨의 영상은 저와 패션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곧 비슷한 사

용자의 이용 후기 같은 게 되는 거죠.

(대학생, 23세, C)

70% 정도 패션 유튜브에서 옷 사는데 영향을 받아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오프라

인으로 옷을 구매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많은 정보가 저에게 영향을 줘

요.

(중학생, 16세, K)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옷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영상을 참고

하거나, 새로 구매한 패션 제품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아이템

을 검색하여 이와 어울리는 옷의 색상, 아이템, 액세서리 매치 방법 등을

참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또래 애들도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에, 체육대회 메이크업 같은 거 나오니까요.

교복에 어울리는 코디 같은 거도 참고해요.

(중학생, 15세, O)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런 패션 조합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예쁘고 조화롭고 색다르고 한 걸 패션 유튜버들이 하는 걸 참고해

서 쇼핑할 때 반영해서 사요.

(고등학생, 18세, H)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시청경험이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의미 단위로 범주화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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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패션 유튜브 시청이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

모

에

대

한

인

식

상위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주요 진술 내용 요약

얼굴 및 몸매의 

감시 증가와 

불만족

유튜버와의

직접적·구체적인 

외모 비교

“유튜버들 보면 피부가 하얗고 좋으니까 하고 

갑자기 내 피부를 보면서 갑자기 내 여드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보게 되면 딱 달라붙는 걸 입는 유튜버

들을 보면서 제가 입는 모습을 상상해보는데 

유튜버랑 저랑 달라요” 

“류스펜나 다리 보다가 저를 보면 제 종아리

에 근육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 박멸시

키고 싶어요” 

“다리는 제가 원래 별생각이 없었는데, 패션 

유튜버들 보면 다리가 너무 길고 예쁘니까 다

리에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유튜버

의견의 적극적

수용

“제가 좋아하는 저랑 닮은 유튜버가 자기의 

눈 모양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빨리 앞

트임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요”

“날씬한 유튜버들이 자기가 오늘 뭐 먹었는지 

알려주는 영상 보면서 내가 오늘 먹은 거랑 

비교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고 운동방법 영상 

보면서 따라해요” 

신체적 조건에 

대한 다양성 

수용과 거부

외모에 대한 

자기만족과 개성 

중시

“유튜브에는 날씬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막 마른 몸이 되어야겠다 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 스타일의 옷에 도전해볼 수 있겠구

나 싶어요”

“저는 원래 TV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미를 추

구해왔는데, 유튜버는 안 예쁜 사람도 있어서 

외모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걸 느꼈

어요”

이상과 현실의 

분리적 사고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사람 나오는 거 보면서 

위안을 얻기는 해도 또 현실로 돌아오면 살을 

빼야겠다 싶어요” 

“뚱뚱한 편인데 옷을 잘 입는 유튜버들 보면 

이런 몸에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건 잠깐이고 저는 결

국 마른 몸을 선호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

요”

개성 추구 

성향의 강화

유튜버의 외모와 

패션을 개성으로 

인식

“유튜브를 보면서는 개성 있는 사람이 많으니

까 아무리 이상하게 생겨도 자기의 개성에 맞

게 꾸밀 수 있다는 그런 걸 알게 되었죠”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꼭 몸매가 좋거나 마르

지 않더라도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옷을 입어

서 예뻐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알았죠” 

유튜버 패션 

스타일의 부분적 

응용

“유튜버가 입는 옷보면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옷 살 때 뭔가 남들이랑 

달라 보이는 특이한 옷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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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모

관

리

행

동

상위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주요 진술 내용 요약

외모관리의 

모방

콤플렉스

가리기

“제가 눈이 콤플렉스이니까 어떻게 하면 눈이 

커 보일 수 있고 쉐딩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

러울까 하는 영상을 참고해요”

“저 옆에 머리 없는 부분 가려주는 옆머리 자

르는 얼굴 턱선이나 광대를 가리는 방법도 보

고 따라 해요”

현재 외모의 

보완 및 개선

“제가 좀 살이 쪘다고 느껴지거나 어느 부분

에 살을 빼고 싶다고 느낄 때 유튜브에 어디 

부분 살빼기 치면 나오거든요” 

“유튜버가 다이어트 해서 성공한 방법 같은 

거 올려주면 영상 보면서 그 사람 따라 해봐

요”

취향을 반영한 

패션 제품 및 

스타일 추구

새로운 패션 

스타일의 탐색

“저는 브랜드는 신경 안 써서 그런 걸 위주로 

알려주는 패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먼저 사서 

유행하기 전에 입는 편이에요”

“영상에서 본 제 취향의 비슷한 옷을 다시 찾

아요. 가격도 브랜드 제품 소개를 많이 해 주

니까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데 비슷한 

제품으로 사죠”

타인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

“유튜버처럼 완전히 똑같이 입는 건 싫어요. 

너무 따라 하는 거 같잖아요. 전체 착장 중에 

하나만 예쁜 걸 사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원

하는 걸 사는 거죠”

“예쁘고 조화롭고 색다르고 한 걸 패션 유튜

버 영상보고 쇼핑할 때 반영해서 사요. 대신 

제가 똑같이 따라 하는 걸 싫어하니까 제 개

성에 맞게 좀 녹여 들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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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합적 논의

앞선 4장에서는 패션 유튜브 시청자에 대한 실증적 고찰로서 패션 유

튜브 영상의 유형 분석과 심층 면접을 통한 연구결과를 다루었다. 먼저

시청자들이 주요하게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 영상의 유형을 살펴보았으

며, 다음으로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이용 현황과 시청 동기, 미디어에 대

한 시청자 태도를 함께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Z세대의 패션 유튜브 시

청이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에 있어 패션 유튜브 시청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여가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

었다. 먼저 Z세대의 유튜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주일 평균 6회 유튜

브 앱을 실행하고 일 평균 2시간 30분을 시청하며 다른 세대에 비해 높

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패션 제품을 소개하는 영

상이나 제품의 사용 후기, 패션 코디네이션 영상, 패션 하울 영상을 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기본적으로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패션 유튜버 류스펜나나 한별을, 오락 추구를 목적으로 패션TV 쩡대와

같은 유명 유튜버를 구독하고 있었으나, 부수적으로 유튜버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본인의 생김새와 비슷하거나 패션 취향이 비슷한 유튜버도 다

양하게 구독하고 있었다. 패션 유튜브에서는 TV와 달리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정보 제공자의 선택적 시청이 가능한 점

과, 사진이나 글보다 영상을 통해 제품을 실재감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성들로 인해 Z세대는 외모관리 및 유행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

에 있어 패션 유튜브를 효율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시청자들은 본인이 구독하는 유튜버들을 매력적으로 인지할 뿐

만 아니라 성격, 태도, 가치관과 같은 내면적인 특성들도 닮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유튜버들의 사회적·환경적 조건이 일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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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르지 않으며, 연예인과 비교하였을 때 솔직하고 가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세대의 연령이 낮아

질수록 유튜버의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내면적인 특성보다 외적 매력을

더욱 크게 지각하고 이를 동경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반면 시청자들은

유튜버를 비전문가로 여기거나 이들이 소개하는 정보와 제품을 신뢰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

은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시청자가 이를

적절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 유사하

게 시청자들은 유튜버들과의 제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시청자

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시청자 의견을 토대로 한 유튜버의 영상제

작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유튜버와 더

욱 친해지거나 일상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

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나타났다.

셋째, Z세대 내 연령대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따라 유튜브 시청 동

기와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Z세대의 성인들은 영

상 형태로 제작되어 조작의 가능성이 낮고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션 유튜브를 이용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또래들 사이에서

유튜브 속 인물이나 패션 제품이 일상의 대화 주제가 되거나, 패션 유튜

버의 팬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유사 시청자 간의 경험 공유가 또래들

간 유대감 형성과 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

아가 패션 유튜브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일상에서 이행하는 것이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집단 내에서 인정을 얻기 위한 목적임이 나타났는데,

유튜브를 활용하여 또래들보다 유행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있거나, 새로

운 패션 스타일을 먼저 시도해보며 집단 속에서 주목을 받으며 유행 선

도자가 되는 것에 뿌듯함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유튜버의 매

력을 인지하는 데 있어 성인들은 본인이 애호하는 유튜버의 가치관, 성

격, 사회적인 위치의 수준에 따라 이들을 매력적으로 인지하였다면, 청소

년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들을 유튜버의 매력과 연관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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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결과, 특히 청소년들이 패션 유튜버들의 다이어트나 성형수술

후기와 같은 영상에 쉽게 자극받으며 모방심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Z세대는 외모관리를 본인에게 즉각적인 재미나 변화를 줄 수 있

는 취미 활동으로 여겨 유튜브를 활용한 메이크업, 성형, 몸매 관리, 패

션 등 각자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Z세대

는 패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본인 및 타인의 외모를 지각하는 데 있

어 긍정적·부정적 측면의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청자들은 영상을 시청하며 본인의 얼굴이나 몸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영상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을 접하며 이를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획일적인 미 보다는 개인의 외모 다양성을 존중하

게 되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은 신체 노출이나 몸의

특정 부위가 강조되는 영상을 시청하며 유튜버의 신체적 조건들을 본인

과 구체적으로 비교하거나 외모 콤플렉스를 더욱 확대해석하는 등 자신

의 몸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상향

비교를 통한 외모 불만족은 다시 유튜브를 통해 본인의 외모 콤플렉스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행위로 회귀되고 있음이 밝혀

졌다. 이는 미디어 속의 인물들이 상향비교의 경험을 제공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몸에 불만족하게 만든다는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모습을 보이며(조윤경 & 김은미, 2008), 끊임없는 상향 비교를 통해

미디어 속 유명인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미를 우상화하고 추종하게 된

다는 미디어 루키즘 현상이 패션 유튜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수남 & 이상은, 2012).

이와는 반대로 시청자들은 영상 내 다양한 신체적 조건과 개성 있는

인물을 접하며 얼굴과 몸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전통 매

체에서 형성해놓은 이상적인 미에 대한 기준은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났

다. 유튜버들은 자연스러운 신체 미를 강조하거나 각자의 체형에 맞는

패션 스타일을 추천하는 등 획일적인 미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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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제안하고 있기에, 얼굴과 몸을 시각적으로 구체화

하는 패션 스타일의 구현에 있어 Z세대의 브랜드 지향성은 비교적 낮아

지고, 본인의 만족 우선과 남들과는 차별되는 패션 취향을 탐색하는 데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는 Z세대의 외모관리행동을 얼굴, 몸·체

형, 의복관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유튜버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외모관리방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며 이를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모방해

보거나, 영상 속에 소개되는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패션 아이템을 구매

하여 사용해 보는 데 적극적이었다. 의복 행동에서도 본인의 취향을 반

영한 패션 제품을 탐색하여 이를 본인만의 패션 스타일로 다시 재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영상의 시청만으로 외모에 즉각적인 변화

를 줄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메이크업 방법, 부위별 운동 영상, 식이조

절 방법과 같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이를 모방하여 개선되는 본

인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일상에서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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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특정 시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특수성, 사고방식, 그리고 복식과 같은 생활양식을 총망라하여 담

아낸다. 이에 세대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여 미래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Z세대가 큰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연구가 초

기 단계인 점과 집단의 외모관리에 영향을 주는 부모, 또래, 미디어와 같

은 여러 요인 중, Z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외모관리를 한다는 점에 기인

하여 특정 세대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에서는 Z세대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패션 유튜브

를 패션 미디어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미디어가 외모에 대

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통 매체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사례연구에서는 Z세대가 주요하게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의 특성과

유형을 밝히고, 그 속의 외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서들

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심층 면접법을 활용하여 패션 유튜브 시청자들

의 유튜브 소비 현황 및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지속적

인 패션 유튜브 시청이 개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며 그 속에서 정보 생산 및 공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

하고 있었으며, 유튜브에서 재미나 호기심을 충족하고 간접 경험을 축적

하는 등 미디어를 통해 정보 습득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유튜브 플랫폼은 Z세대에게 정보와 지식을 빠르

게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소셜 미디어의 기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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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Z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었다.

과거 기성세대가 전통 매체인 TV, 컴퓨터, 잡지로부터 유행과 패션 제

품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데 그쳤다면, Z세대는 모바일 기

기를 이용한 영상 형태의 정보 습득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

튜브라는 매체를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인 패션 미디어로서 인식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Z세대가 연예인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개

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체험 및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 그리고 유행

에 관심이 많고 개성표현을 중요시한다는 특성들이 패션 유튜브를 시청

하는 행위와 미디어에 대한 태도에 일부 드러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Z

세대에 있어 패션 유튜버의 영향력은 본인과 쉽게 비교가 가능한 대상의

외모관리방법을 모방하거나, 제품 구매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

로 반영하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Z세대는 유

튜브 내에서 타인과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기는 하나 불필요한 관계를 지

양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유튜버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 정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유튜버와의 면

대면 관계 형성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났다. 또한, Z세대는 본인의

개성과 취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만큼, 본인이 추구하는 패션 정보

들을 여러 영상으로부터 취합하고 이를 다시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는 과

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튜버의 일부 코디네이션 방

법만을 모방하여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거나, 추천 브랜드 내에서

본인 취향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등 남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

구를 패션을 통해 구체화 해나가는 행위로 표출하고 있었다.

셋째, Z세대는 패션 유튜브를 시청하며 본인의 외모에 대한 인식 및

외모관리행동에도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모에 대

한 인식의 경우 유튜버와 본인의 외모를 비교하며 주관적인 신체 이미지

를 형성하거나 외모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여 본인의 외모에 더욱 불만족

하게 되는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유튜브를 통해 신체적 조건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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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수용하게 되어 전통 매체에서 형성해놓은 이상적이고 획일적인

미 기준에 대한 엄격성은 낮아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다양한 외모를 각자의 매력이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

를 구체화하는 패션 스타일에 있어 브랜드 지향성과 의복 동조성은 낮아

지고 본인의 개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외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들은 본인의 외모 콤

플렉스 보완하거나 외모 경쟁력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속 행위들을

모방하는 행위로 구체화되었으며, 남들과는 달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탐색하거나 패션 코디네이션 영상을 참고하여 타인과는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복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Z세대는 패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그

속의 유튜버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영상 시청을 토대로

한 모방행위와 더불어 영상 속의 제품들이 실제 소비까지 연결되며 이들

의 쇼핑 방식과 외모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

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의 올바른 외모 가치관

정립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

강한 미디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

한, 유튜브라는 매체가 패션 미디어 산업 영역의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는 만큼, 패션 유튜브에서는 지나치게 마른 몸을 강조하거나 미

용시술 및 성형수술에 관한 영상들을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외모지상주의

를 조장하는 현상을 지양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영상 속에서 홍

보되는 제품의 적절성이나 과장 광고에 대한 올바른 미디어 규제가 활발

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Z세대는 패션 산업의 떠오르는 소비자로서, 획일성을 지양하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패션 제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소비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연구결과에서 Z세대가 제품에 대한 호불호(好不好)가 확실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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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이거나 과장된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며, 그 결과 본인들의 라

이프스타일과 접점에 있는 소비자 후기나 사실만을 전달하는 유튜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패션 브랜드에서

는 모바일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패션 마케팅 기획 시 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예인보다 일반인 인플루언서를 기용한 친근한 방식의

간접 광고로 제품을 홍보한다면 패션 상품을 피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Z세대는 재미나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브랜드에 관심을

갖는 만큼, 패션 브랜드만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스토리 위주의 마케팅

으로 Z세대의 이목을 끌거나 직접 패션 제품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

및 경험 소비 위주의 마케팅이 이들의 소비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신세대로 떠오르는 Z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이 향유하는 유

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높은 관심도를 갖고

시청하는 패션 유튜브 영상이 Z세대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외모관리행

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 매체와 외모관리를 연관 지은 양적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가 Z세대의 관심사를 토대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을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측면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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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shion YouTube

consumption of Generation Z

JuHa Park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fact that Generation Z who grew up in an

environment familiar with media are using actively digital devices for

information acquisition and consump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fashion YouTube watching by the Generation Z and its influence.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ir current use of and motive for fashion

YouTube, contents of a video and their attitudes of media including

feeling, perception and behavior for a fashion YouTuber, eventually

identifying what effects viewing experience of fashion YouTube

videos has on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the Generation Z.

Research topics are as follows. Firstly, characteristics of fashion

YouTube and types of fashion YouTube videos are analyzed.

Secondly, attitudes on media by the Generation Z are examined based

on fashion YouTube videos. Thirdly, the study considers the effects

of fashion YouTube on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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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behavior of the Generation Z.

In this research,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together for literature and qualitative researches. As for the literature

study, it identified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Z

and examined fashion YouTube in terms of fashion media,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media on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based on traditional media. Next, as

for the case study, it derived types of fashion YouTube videos

principally viewed by the Generation Z and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15 Generation Z who had watched fashion YouTube.

A summary of empirical analysis on their attitudes on media and

fashion YouTube consumption is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analysis on Generation Z's fashion YouTube

viewing and attitudes on media, it shows that for them fashion

YouTube viewing is the most efficient means of acquiring information

and even substituting for leisure activities. The Generation Z referred

to videos for certain fashion products or fashion coordination they

had watched for their shopping and selectively watched videos by

YouTubers who had appearance and fashion taste similar to theirs

with a view to complementing ·improving a complex about their

looks.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sis on Generation Z's perception and

attitudes on fashion YouTubers, it shows that viewers are attracted

by certain YouTuber and continually view videos as a fan but as for

trust in YouTubers they take on neutral attitudes, distancing from

YouTubers and forming limited ties. While viewers are active in

real-time live broadcast and relationship with YouTubers, in reality

they are limited to a little passive relationship in terms of intimacy or



- 117 -

friendship with YouTubers in a daily life owing to their

individualistic tendency and their emphasis on privacy of others.

Thirdly, there was a difference in motivation for YouTube viewing

and attitudes on media according to an age of Generation Z and a

group to which they belonged. In case of adults, they use fashion

YouTube in that they can acquire information faster and more

correctly than texts or images. However, in case of adolescents, in

addition to information acquisition, they pursue a sense of fellowship

among peers through similar fashion tastes and sharing of new

information within a group to which they belong as a fan of a

famous YouTuber.

Fourthly, research findings on the effects of the Generation Z's

fashion YouTube viewing on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re as follows. In general, the Generation Z

showed higher interest in appearance and collected information about

appearance management they could get an immediate change using

various social media or video platforms. Hence, it reveals that a high

level of media exposure and fashion YouTube viewing on a daily

basis have a variety of effects on their perception of appearanc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conflicting aspects that they came to

have increased self-surveillance of their face or body while watching

a video but accepted various images of characters in a video as the

unique individuality and respected the diversity of individual

appearance. As f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embodying a

body visually, it was actualized as an act partially imitating a fashion

style of a fashion YouTuber by copying it immediately in an

everyday life or exploring and purchasing a product reflecting their

style.



- 118 -

Research findings based on above are as follows. Firstly,

Generation Z-ers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information generation

and sharing activities on YouTube and pursuing values beyond

information acquisition in the consumption of fashion YouTube by

satisfying their interest and curiosity and also accumulating indirect

experiences. Secondly, som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Z

including more influence from influencers than from entertainers,

individualistic tendency, much interest in fashion and emphasis on

expression of individuality were reflected in their fashion YouTube

viewing and attitudes on media. Thirdly, Generation Z were affected

by fashion YouTube viewing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in

relation to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is research examined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Z rising

as a new generation together with the media environment of

YouTube they consume principally rather than fragmentary analysis.

Hence,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s helpful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the new group and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argeted for the new

generation. In addition, it investigated effects of fashion YouTube

which Generation Z are watching with attention on their appearance

percep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 gives suggestions

about a right future direction for YouTube as a fashion medium.

Key Words: Generation Z, fashion YouTube consumption, media

attitudes,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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