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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use of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in consumer
attitude formation toward fashion luxury goods. In particular, consumers’ fashion opinion leadership was considered to examine utilization of various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at different
stages of consumer attitude formation.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implement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8 female consumers were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a snowball metho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consumers utilized various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and their media usage varied according to fashion leadership.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luxury brand managers should revise their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on the basis of new customers’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fashion luxury products. These
younger consumers were influenced not only by traditional media such as magazines but also by
new media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s even though magazines were still determined as the
most dominant media for consumers aged 40 years an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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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패션
명품 시장의 성장도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세계
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인 Bain and Company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명품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
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Lee,
2015). 특히 국내에서는 이처럼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브랜드 간의 지각변
동도 감지된다. 2013년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의 조
사에 의하면(Park, 2013), 샤넬, 에르메스 등 기존
의 전통적 명품 브랜드의 소비가 감소하는 데 비
하여 랑방, 생로랑, 휴고보스 등의 브랜드들이 차
세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알렉산더왕,
마틴마르지엘라 등의 신진 해외디자이너 브랜드들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패션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활동
이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기
업이 원하는 타겟에게 명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므로, 제품이나 타겟의 특성에 따라 특
별한 마케팅 방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할 것이
다. 패션 명품 시장의 확산에 따라 명품이라는 고
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일반 제품을 구매
하는 소비자와 소비심리나 소비패턴, 인구통계학
적인 특성 등 남다른 현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
여 많은 학자들이 명품 소비자의 특성을 살펴왔
다. 특히 미국 경제학자인 베블런(Veblen, 1899)
은 상류층이 대중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과
시적 소비를 한다고 하였고, 국내에서도 많은 학
자들이 이러한 과시성으로 명품소비의 동기를 설
명하고자 하였다(Choi, 2003; Choi, 2010). 한편으
로는 명품의 구매동기와 사용혜택요인에 따른 구매
의도를 연구하기도 하였는데(Yeom & Yu, 2012),
대체로 패션 명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즉
디자인 또는 품질 등의 경제적, 실용적 혜택보다

는 또래 또는 동료들과의 동질의식과 변화하는 시
류에의 합류라는 사회적 혜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품소비의 동기나 명품 소비자들의 특
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것에 비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많지 않다.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연구는 광고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광
고양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 연구(Liu &
Myung, 2011; Yeom & Lee, 2011), 광고전략 연
구(Choi, 2007), 광고 디자인 연구(Park & Lee,
2010) 등이 있다. 이는 패션 제품의 소비에는 다
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에는 연예인 협찬 등의 간접적 홍보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도 효과 또는 태도 측정의 어려
움을 가져온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특히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나 명품
브랜드 본사에서 취하고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은 대중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식과는 차
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브랜드들이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에 투자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
는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패션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특히 명품구매 경험이나 유행선도력
등의 소비자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 믹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
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패
션 마케팅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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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많은 패션 명품 브랜드의 광고ㆍ홍보와 같
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영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문헌 고찰
패션 명품 소비에 대한 연구
명품의 소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명품소비
의 동기를 과시적 소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
였다(Choi, 2003; Choi, 2010). Sung et al.(2004)
의 연구에서는 명품을 소비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
과 품질을 고려하여 구매하기보다 정서적이고 심
리적인 만족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보
여준다며, 명품의 소비를 통해 얻는 과시, 동조,
사회적 안정감 등 일반적인 제품과는 그 추구하는
효용 가치부터가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
과시소비성향에 관해 물질주의 성향과 과시소비
성향이 높은 소비자가 명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과시소비성향이 물질주의 성향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03; Sung et al., 2004). 이에 비하여 Lee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은 명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며 그 다음으로는 품질,
브랜드 이미지, 소장가치의 순으로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한편 Park(2010)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는 패션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고가의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와 본인의 이미지가 동일시 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패션 명품 브랜드 제
품은 유행에 맞는 디자인을 빠르게 선보이기 때문
에 소비자들은 패션 명품을 구입하는 것이 곧 유
행혁신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
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Choi(2001)은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명품
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뿐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명품에 대한
태도와 선호가 다름을 말하였다. 명품 소비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유행선도력, 구매경험, 연령
1.

등의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명품소비행동, 소비태
도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Dubois
and Duquesne(1993)는 트렌드를 따르는 성향이
높을수록 명품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Jeon
and Park(2005)의 연구에서는 유행선도력이 높은
집단이 명품 구매 태도도 높다고 하여, 선도력에
따라 명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Kim and Bae(2005)는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단순히 타 브랜드 구매경험이 아닌 이전
의 명품구매 경험이나 명품을 구매한 동료들의 영
향을 받아 브랜드의 태도를 형성한다 하였고,
Kim and Chung(2008)의 연구에서는 이전에 구입
하여 만족했던 특정 명품 브랜드에 몰입하게 되
고, 자신과 브랜드와의 관계를 느끼면서 그 제품
에 만족하고 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더 강할 것으
로 기대된다고 하여 구매경험에 따라 명품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였다.
또한 이우영(1980, Song, 2012에서 재인용)의 연
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해외브랜드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고, Choi(2001)의 20-50대까지의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20대가 다른 연령
대보다 패션 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호의적이
라 하여, 연령대에 따라서 명품에 대한 태도도 달
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패션제품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선행연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다. 패션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주
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매체는 Table 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패션 정보원으로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
체 활용에 대한 연구 중 Kim(2008)은 패션잡지정
보가 여성의복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그는 여성들이 연예인 의상, 지
인과 대화를 통해, 쇼윈도의 디스플레이, 패션잡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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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Impersonal
Personal

Marketer-Driven
Window displays
SNS (brand)
Brand catalogs/ Text messages
Internet Banners
Department store billboards
Newspaper advertisements
Celebrities (sponsorship)

정보를 패션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여성 소비자들이 지인과 대화, 쇼핑, TV나
패션잡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틈틈
이 패션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패션 잡지는 유행과 패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이용
하고 있으며 이미지를 통한 패션의 감각적인 정보
전달매체로 패션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트렌드를
제시해주고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대중매체임에는
틀림없으나 여성들은 잡지에서 나왔다고 하여 그
옷을 자주 입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패션정보원으로서 패션잡지를 구독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는 정도는
극히 일부분의 그룹이며 다수가 패션의 정보를 빠
르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명품 브랜드 홍보 부분에 있어도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Sung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명
품은 고급스러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과 관리
를 위해서 주로 이미지 중심의 인쇄 광고를 많이
하고, 그 결과 소비자는 명품과 관련된 상세한 지
식과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Park
(2010)의 연구에서는 현재에는 비주얼 차별화 전
략이 중요하게 되면서 어떠한 차별화 전략보다도
이미지 차별화 전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
였고, Atkin and Block(1983)은 소비자가 광고제
품에 대해 사전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 유명
인 모델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패션정보원의 활용에 대해서 소비자 특성에 따

Non-Marketer-Driven
Magazines
Internet (publicity)
Blogs
SNS (personal)
Friends/acquaintances

른 정보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특히 유행선도력에 따라 정보원의 선택이 달라짐
을 언급한 연구가 많았다. Choi and Rhee(1987)
의 연구에서는 유행선도력이 높은 집단이 유행선
도력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
과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 모두에서 유행정보를 많
이 구하였지만,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보다는 마케
터 주도적 정보원이 더 깊은 관련을 보였다고 하
였다. 또한 Kim and Kim(1997)의 연구에서는 유
행선도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많은 수의 정보원
을 이용하고, 정보탐색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olegato and Wall(1980)은 새로운 스타
일의 등장을 처음 알게 되는 인지단계에서 쇼윈도
의 진열품, TV나 잡지의 패션광고 등의 마케터지
배적 정보원이 유행의견선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hin, 2009). 또한 Katz and
Lazarsfeld(1955)는 모든 영역에서의 유행의견선
도자는 비선도자보다 많은 수의 잡지를 구독하고
대중매체와 많이 접촉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패션잡지를 많이 읽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Reynolds and Darden(1973)도 유행
혁신자는 자신감이 있고 유행에 흥미가 높으며 정
보원천에 있어서는 패션잡지를 자주 본다고 하였
고, Summers(1970)도 유행선도자들은 유행추종자
들보다 더 많은 잡지를 읽는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Cho(1987)
은 유행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CRM이나 잡지의
광고 그리고 잡지의 기사 등 비인적 정보원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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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원으로 사용하여 정보탐색 양이 많은 반
면에, 유행관여도가 낮은 집단은 인적 정보원에
비중을 더 두어 유행 관여도에 따른 정보원 사용
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 et al. (2006)
의 연구에서 매스미디어 중 잡지, 인터넷을 활용
할수록 유행선도력이 높은 데 비하여 다른 매스미
디어인 텔레비전, 신문, 케이블TV는 유행선도력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보원을 살펴보았을 때, 인쇄매체로는
신문/잡지, 전파매체로는 TV, 인적정보원으로는
가족이나 판매원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유행에 관여도가 높고 민감할수록 많은
매체자료나 비인적정보원을 활용하고, 유행에 관
여도가 낮을수록 인적 정보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 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
과는 양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단계
의 모델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적 모델
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 효과적인 홍보를 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Kim et al., 2011).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특히 광
고의 효과를 설명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은 1925년 Strong이 제안한 AIDA모델의
변형이다(Na, 1996). AIDA는 주의(Attention), 흥
미(Interest), 욕구(Desire), 행동(Action)의 순차적
인 과정, 즉, 어떤 자극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흥미가 욕망으로 전환되어, 그
욕망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기본요소로 생각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모델이다. 이후 AIDA를 확장한
기억(Memory)이라는 단계를 추가시킨 AIDMA모
델(Hall, 1924) 또는 확신(Conviction)의 C를 넣은
AIDCA모델(Berry & Howard, 1990) 등과 인식
(Awareness), 이해(Comprehension), 확신(Conviction),
행동(Action)의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구매에 이
르게 된다고 한 Colley의 DAGMAR 모형(Dolley,
3.

1964) 등 다양한 계층효과모델들이 제안된 바 있
다. 이러한 계층효과모델은 결국 공통적으로 소비
자가 홍보를 받아들이면 인지(Cognition), 감정
(Affection), 행동(Behavior)반응의 순서에 따라
반응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Song, 2012).
즉, 정보원천으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지각을 하는
‘인지 과정’을 거쳐, 제품에 대한 신념이나 정서적
이점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감정단계’로 발전
하고, 제품에 대해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려는 경
향인 ‘행동단계’의 순서로 수용자 반응과정이 이루
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Lee, 2013).
홍보에서의 인지(Cognition)는 매우 중요한 핵
심요소 중 하나이다. 시청자들은 다량의 홍보를
접하고 있지만, 수많은 홍보수단 중 자신의 관심
이 가는 홍보물에 대해 눈길을 주게 된다. 소비자
들은 의도적인 노출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만, 우연적 노출의 경우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거
나,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보인 경우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인지여부는 ‘홍보 메시지를 보았는
가?’ 또는 ‘얼마나 보았는가?’ 등의 질문으로 측정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감정(Affection)은 제품
에 대한 선호의 느낌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가
지는 것으로, 브랜드나 제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Kim et al., 2011).
감정은 제품에 대해서 판단하고 브랜드를 선택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홍보 호감도와도
관련된다. 한편 행동(Behavior)은 감정단계에서
호감 있는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구매로도
이어지는 행동을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동단계는 "행동적 차원"인 구매행동으로 이어지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측정하는 방법(Kim et al.,
2011)이 있다. 이로 인해 학자에 따라서는 인지와
감정효과까지만을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보기도 하
지만, 이들 인지, 감정, 행동상의 효과는 수용자가
메시지에 접촉한 이후에 생겨난 효과로 커뮤니케
이션 효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Kim, 2002).
그러나 근래에는 이런 홍보효과가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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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Ray, 1974; Kim et al., 2011). 즉, 감정이나 인지
가 반드시 행동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인지와
감정 또한 순차적 단계로 보기에는 예외적인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명
품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을 AIDA 또는 DAGMAR
등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구분된 단계로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층적인 효과모
델로 보기보다는 인지, 감정, 행동적 반응이 다양
한 순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홍
보에서의 인지, 감정, 행동적 반응에 대한 매체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패션 브랜
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1. 패션 명품 소비자들은 패션 명품 브
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가?
연구문제2. 패션 명품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활동은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
을 하는가?

연구방법
패션 명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연예인 협
찬 등 간접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여 효과의 양적
측정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
2.

하여 소비자들의 매체를 받아들이는 시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성적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심층면접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명품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모호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패션 명품 브랜
드를 제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2014년 현재 한국에 지사를 둔 전통적인 글
로벌 패션 명품 브랜드 중에서 국내 4대 백화점
1, 2층 혹은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와 청담동 명
품거리에 매장을 둔 브랜드 중에 공통으로 입점하
여 있는 브랜드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국내의 4대
백화점과 명품거리 중 3군데 이상에 입점되어 있
는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디올, 샤넬, 펜디, 생로
랑, 토즈, 에르메스, 돌체앤가바나, 페레가모, 끌로
에, 질샌더, 버버리, 미우미우, 보테가베네타, 지방
시,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세린느로 20개 브랜드
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인터뷰 전에 브랜드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해
당 브랜드에 대해 제한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Hwang(2012)의 연구에서 신세계백화점에 따르
면 명품 소비 열풍을 주도하는 세대층은 20, 30대
로 전체 명품 구매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
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대 명품 구매자 비율은
2010년 현재 18.4%, 30대는 38.7%를 차지하였다
고 하였다. 이는 20, 30대 구매자는 명품 구매자
전체의 절반 이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생의
구매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생활
을 시작하여 본인의 수입이 있는 20대 후반 여성
부터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층인 40
대 여성까지의 소비층이 명품 구매성향을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40대 여성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40
대 여성을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통하여 20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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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son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N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ge
27
28
28
28
28
28
30
31
31
32
32
36
41
41
42
42
44
47

occupation
office worker
teacher
office worker
office worker
office worker
flight attendant
office worker
office worker
self-employed
homemaker
graduate student
self-employed
freelancer
homemaker
flight attendant
homemaker
homemaker
homemaker

30대 6명, 40대 6명으로 총 18명의 소비자를 선정
하여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Table 2> 참
조).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에
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해 유행에
대한 관심수준을 확인하여 다양한 수준의 유행선
도력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목
적표집 하였으며, 인터뷰 전 설문지와 인터뷰내용
을 통해 유행선도력을 측정하여 응답자의 다양성
을 확인하였다. 브랜드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명품구매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도 연구 참여자로 포함시켰다.

frequency of luxury purchase experience
2
0
3
5
10 or more
5
10 or more
0
10 or more
10 or more
10 or more
10 or more
10 or more
10 or more
10 or more
10 or more
5
10 or more

였다. 먼저 10명의 대상자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
였고, 어떠한 매체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면접자
한명을 제외한 9명과 추가 9명을 대상으로 이전에
실시했던 면접질문을 보완하였다. 소비자들의 응
답에 따라 질문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공
통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2) 질문지 구성

명품 소비자들의 특성과 태도수준에 따른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 매체 이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지를 먼저 구성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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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2. 최근에 구매한 상품의 구매 과정을 설명해주
십시오.
3. 최근에 알게 된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4. 전통적인 패션 명품 브랜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5. 본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6. 몰랐던 제품에 대해 알게 된 경험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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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체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7. 제품에 대해 선호도가 생기게 된 경우, 어떤
매체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8.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어떤 매체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까?
1차 면접 자료의 분석 후 추가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2차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2차 면접에서는
모든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전 또는 후에 유행
선도력을 측정하였다. 유행선도력 척도는 Summers
(197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ㆍ보완한
Shin(2009)의 16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든 면접은 2014년 4월에 실행되었으며, 한 케
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접은 면대면으로 실
시하였고 녹음기를 이용해 녹취를 하여 그 내용을
모두 전사한 후 분석을 하였다. 한 면접자의 경우
개인적 사정에 의해 면대면 면접이 불가능하여 실
시간 메신저를 통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면접은 30-7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
터뷰 시작에 앞서 연구자가 정한 명품의 정의와
지정한 브랜드 범위를 제시하여 지정된 브랜드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
을 적용하여 전사한 면접자들의 축어록을 여러 차
례 읽으면서 각각의 축어록으로부터 개인의 쇼핑
성향과 태도변화에 영향을 끼친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 매체에 대한 유의미한 문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축어록들을 분석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 및 성향에 대해서 통합하였
다. Meadows and Morse(2001)는 현상학적 연구
에서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
증(verification), 절차의 엄정성(validation), 타당
도(validity)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검증을 위해 문헌검색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3.

질문지를 만들었으며, 충분한 표본을 활용하였고,
절차의 엄정성을 위해 심층면접과 설문지, 녹취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남겨놓았고, 그에 따라 코
딩을 진행하였다. 타당성을 위해서는 연구주제에
맞게 수정ㆍ변형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대로의 면
접 녹취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 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1인의 교차확인을 통하여 결과의 해석에
연구자의 편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 활용
인터뷰에서 패션 명품 소비자들이 패션 명품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비자들은 쇼윈도와 디스플레이, 유명 연예인, 인
터넷, 잡지, 주변인, 소셜 미디어, 블로그, CRM,
TV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하였
다. 그러나 인터넷 배너, 옥외광고, 신문광고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하였다. 매체의 활
용에 있어서 유행선도력 정도 또는 연령에 따라
활용도가 다른 것으로 보였다. 특히 마케터주도적
인 비인적 정보원, 즉 쇼윈도와 디스플레이,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유
행선도력이 낮은 소비자들은 인적 정보원을 더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행을 선도하기 보
다는 추종하는 편인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인의 구
전이나 유명 연예인의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하였다. 또한 주변인과 유명 연예인의 중간
정도로 파악되는 패션 블로그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1.

1) 쇼윈도 및 디스플레이

쇼윈도와 디스플레이는 직접 백화점으로 간 고
객에게 특정 제품을 회상하게 하거나 새로운 제품
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여 매장으로 이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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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또한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브랜드에 대
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모르는
브랜드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영향을 받는다는 언
급이 있었다.
매장을 돌아다니면 기억이 안 나다가 디스플레이
된 상품을 보고 ‘아! 저런 게 있었는데’ 라고 하면
서 들어가게 되서 구매한 적도 있고, ... 저한테 디
스플레이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E)
전 돌아다니는 편이니까 다른 매체들 보다는 (쇼
윈도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K)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는 참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
는 것 같아요. 원래도 ‘참 멋있는 브랜드다’라는 인
식은 있지만 그런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게 재밌게
잘 해 놓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C)
좋아하는 브랜드는 디스플레이랑 상관없이 들어가
긴 하는데, 내가 모르는 브랜드는 디스플레이가 중
요한 것도 같아요. 너무 디스플레이가 이상하다면
안 들어가지죠. (M, 유행선도력 고)

그러나 잡지의 경우, 아이템촬영이나 화보에 실
린 제품들이 마음에 들어 매장 번호로 문의해본
경험은 많았지만 보통 없는 제품이거나 품절되어
구매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잡지에
실리는 제품은 보통 명품 브랜드의 쇼 샘플인 경
우가 많아 매장에는 없는 제품이거나 소량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떨 때는 보고 매장에 전화해본 적도 있어요. 근
데 거의 잡지에 나온 거는 전화해보면 다 완판 되
었다고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O)
재고가 있는지 가격이 있는지 그런 거 때문에 전
화를 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매한 적
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전화해보면 매장에 없다고
하고 아직 안 들어 왔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
싸다거나. (L)
매장에 전화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런
거는 품절되고 그랬더라구요. 전화를 한 목적은 그
게 있는지 살 수 있는지 때문에 전화를 해보는 건
데 전화해보면 지금 홀딩이 되어있어서 아마 오시
면 품절이 될 것 같다. 그랬던 적 있었어요. (P)

2) 잡지

잡지는 신제품을 인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제품
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는 데에도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언급되었다. 신제품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광고에 대한 흥미는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에디
터들이 여러 아이템을 모아서 설명해주는 아이템
촬영 부분 혹은 화보촬영에 대한 선호를 언급한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응답자 중 40대가 잡지를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노블레스,
럭셔리 등과 같은 멤버십지 또는 갤러리아, 스타
일h 등의 백화점지를 본다는 경우가 많았다.

3) 인터넷 검색

유행선도력이 높은 소비자들은 컬렉션 사진과
해외 셀레브러티의 명품 착용사진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해외 온
라인 패션 사이트 등을 본다고 하였다. 주로 여러
사람의 착용컷을 보며 특정 상품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제품의 디테일 컷과 같은
컬렉션 사진도 찾아보며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정
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 노블레스 그런 거 다 좋아해요. 전 잡지
를 좋아해요. 아무래도 앞쪽이 눈에 띄는 것 같아
요. 광고 부분이요. 앞쪽 부분이 신상이 많고 뒤쪽
보다는 앞쪽이라서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이고. 잡지
들을 보면 앞쪽 내용이 더 좋더라구요. (P)
저는 매달 잡지를 봐요.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잡지
나 미용실에서 보게 되는 패션잡지를 보면 한 달
에 한 번 정도나 제가 직접 구입하기도 해요. 그래
서 한 번 쭉 봐요. 새로 나오는 것들, 유행하는 아
이템. 근데 그 중에 저랑 맞는 게 있잖아요. 제 스
타일이나 가격대도 비교하고 아,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겠다 하면 백화점에 가서 실제로도 보고 그러
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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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예쁘다고 생각만 하다가 온라인에서 사람들
이 매고 있는 게 많아요. 스트릿컷이나 이런 이미
지를 보면 아 이렇게도 매치했네.. 이러면서 스타일
링을 볼 수 있고 해서 계속 제 눈에 보였던 것 같
아요. (C)
해외 온라인 패션 사이트는 제일 브랜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고, 잡지는 그냥 국내 트렌드를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E)
컬렉션 봐요. 디테일 컷도 좀 보고. 검색을 잘해요.
그래서 상품 이미지나 그런 걸 봐요. (M)
4) 주변인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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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유행선도력이 낮은 소비자들에 의해 많이 활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행추종자들은 주
변사람들을 통하여 특정 스타일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구매 전 확신을 갖는 데에도 주변인들의 영
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는 제품을 인지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유명연예인이 착용한 제품에
대해서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와 브랜드나 제
품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는 경험은 했지만 구매로
연결되었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처음에 가방이 사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동기언니
도 요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너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보니
예뻐서 같이 보러 갔다가 찾아보고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샀어요. ...(중략)... 제 친구가
최근에 혼수를 했는데 까르띠에 시계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F)
구매로 연결이 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인
이 좋다, 좋다고 하는 거면 사게 되는 것도 있구요.
(B)

명품도 연예인들한테 협찬을 많이 하잖아요. 연예
인들의 공항패션이라든지 드라마에 가지고 나오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맘에 들면 검색해서
저한테 어울리는 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F)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파급효과가 크니까, 주변에서
도 천송이 가방, 무슨 가방 이런 식이고, 친구들이
랑 얘기할 때도 뭐 이번에 가방이 사고 싶다 이러
면 서로 그런 내용으로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찾아보고 대화도 하고 그러죠. (J)

5) 블로그

블로그는 주변인보다는 멀지만 연예인보다는 가
까운 존재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연예인
은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여 그들이 한 건 예쁘
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는 반면, 블로거들은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착용한 사진을 보고 자신을 이입시켜 상상
해 본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상업적인
내용이라던가 협찬처럼 느껴지는 글이 있는 블로
그는 신뢰도를 잃게 되고 꺼려진다고 하였다.
그 사람들을 제가 보다가 구매후기 같은 게 자세
하거나 그 사람이랑 관심분야가 여러 개 겹치거나
그러면 제가 아예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 놔요...(중
략)...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예인보다는 일반인에
더 가까우니 저랑 너무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생
각이 들어서 좀 더 이입이 잘된다고 생각해요. 좀
센스가 있는 친구 정도의 느낌이요. (J)
유명한 블로그가 있으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런 게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
인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이니까 가깝게 느껴지
고. 그래서 더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A)
6) 연예인 협찬

한편, 소비자들은 유명 연예인에 대하여 자신과
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이 사용하

7) SNS

대체로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라서 주로 이
용하는 매체에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SNS, 30
대는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20대들이 많이 활용하는 매체였는데, 이
들은 SNS를 통하여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
거나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명품 브랜드의 SNS를 팔로우해 놓고 정보
를 받기도 하였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좋아하는 브랜
드를 팔로우하면 그 브랜드에서 쇼를 올리면 자연
스럽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찾아보지 않
아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C)
신상이나 이번 시즌 컨셉 이런 게 뜨면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구매로 이어진 적은 없어요. 이번에
는 이런 제품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그냥 알게 되
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F)
몰랐던 것을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경우는 인스타
그램에 해외 셀럽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해외 편집샵 같은 거나 해외브랜드 팔로우 해놨을
때. 그런 브랜드에서 인스타그램을 꽤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이 이미지를 올리는 어플이다 보니까
비쥬얼 쪽으로 부담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C)

반면, 브랜드에서 올리는 너무 많은 정보 때문
에 일부러 팔로우를 하지 않는 경우나 브랜드에서
올리는 정보보다 그냥 해외 유명인을 팔로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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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품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진술한 소비자도 다수 있었다.
패션 명품브랜드 팔로우하거나 관심으로 넣어놓거
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광고가 쌓이는 게 싫어
서 안 받아보는 편이예요. 내 공간에 광고가 많으
니까. 나는 광고를 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
니까. (D)
패션 명품 브랜드는 팔로우 안 해요. 그런 브랜드
보다는 센스 있는 외국사람들 것을 팔로우해서 보
는 게 더 재밌어요. 브랜드가 미는 제품을 제가 수
동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게 거부감이 들어서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중략)...인스타그램에서 스
페인 보그에디터 ‘바바라마르텔로’를 팔로잉하고 있
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렌시아가 힐을 신고 있
는 사진을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E)
외국사람들 것 팔로우해서 봐요. 최근에 나는 뭘
올리지 않아도 그 사람들 소식들 보고 그래요. 브
랜드 것은 팔로우 하지는 않는데, 외국사람들 것
보는 거는 재밌어요. (M)

체들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인지조차도 못하는
면접자가 대부분이었으며, 배너를 인지한 면접자
들도 그것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 18명의 면접자 가운데 배너 홍
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인지하거나,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거나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진술은 없었다. 명품의 배너홍보
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여러 사이트에 노출
하지 않고, 대부분 명품 컬렉션 사이트에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 대중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
으로 여겨진다.
배너를 클릭한 적 없고, 보통은 제가 보고 싶은 브
랜드를 선택해서, 밀라노면 밀라노 뉴욕이면 뉴욕
이런 식으로 해당 브랜드를 보는거지… 전 배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E)
본 적 있는데 클릭하게 되진 않아. 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만 찾아보죠. (G)
그냥 컬렉션위주로 보고. 배너를 눌러보지는 않아
요. (I)

8) CRM(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고객관계관리)

보통 브랜드에서는 고객관계관리의 일환으로
구매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카탈로
그를 보내주거나 신상품 입고 안내나 세일안내 등
의 정보를 알려 매장 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정보를 통하여 구매욕구를 인식하고 선세일
등의 혜택을 적극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
부러 차단을 해놓거나 문자 메시지를 봐도 자극을
못 느낀다고 대답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그냥 이번 시즌에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 식으로
URL처럼 연결되는 사이트가 문자로 와요. 광고 페
이지 같은 걸 보여주는 식이예요. 근데 그런 걸 받
았다고 보러가지는 않지만 백화점이 갔을 때는 생
각이 나서 둘러보긴 해요. (F)
세일이나 신상품입고 문자는 받아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될 수 있으면 가는 편이예요. 세일이나 신상품 둘
다 혹해서 가긴해요. (P)
차단했어요. 그걸로 인해서는 쇼핑을 가지는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나 필요에 의해 하기 때문에 문
자 오는 게 괜히 귀찮고, 구매욕만 일으키는 것 같
아서요. (K)

10) 백화점 옥외 광고

명품의 고급스러움을 부각시키고 실구매자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인 백화점 외벽에 제시되는
옥외 광고 또한 효과가 없다고 언급된 매체들 중
하나이다. 옥외광고에 영향을 받았다는 면접자는
18명 중 3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면접자들은 옥
외광고를 통해 인지나 감정, 혹은 구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9) 인터넷 배너

인터넷 배너 홍보는 효과가 없다고 언급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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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외벽에 광고는 기억이 안나요. 영향을 못주
는 것 같아요. (A)
저는 백화점 옥외광고는 유심히 본 적이 없고, 눈
에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상품 같은 게 ‘어, 저건
뭐지?’ 라는 식으로 생각은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것 또한 잡지 앞쪽에 있는 광고 느낌
정도예요. 그냥 돈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E)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차를 가지고 다
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N)
본 적 있죠. 그냥 ‘광고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백화점에는 명품이 자리를 차지하
고 있고 그런 광고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
을 하는 것 같아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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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옥외광고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지 못
했거나 눈여겨보지 않고 광고를 했구나 하는 정도
로 인지하였을 뿐, 내용을 기억하는 연구참여자들
은 많지 않았다. 특히 차를 타고 가는 경우 주차
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화점 외벽의 광고
를 보기 힘들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 태도 형성
소비자들의 태도 형성 과정에서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인지, 감정, 행동단계에서의 일관성 있
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 인지

11) 신문광고

신문광고 또한 유용하지 않은 광고로 언급되었
다. 신문은 전통적인 광고매체로 대부분의 브랜드
에서 잡지와 신문광고 비용은 연간 일정한 금액을
책정해 둘 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18명 중 1명만이 패션 명품 광
고를 인지하였다고 답하였다.
(신문) 받아 봐요. 광고 본 적 있어요. 디올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방이나 시계도 많이 있죠. 보면
관심이 가고 그래요. (P)

그 외의 연구참여자들은 시계브랜드 광고 외에
는 패션 명품의 신문광고를 본 기억이 없다고 답
하였다. 특히 신문이라는 매체는 사회적인 기사나
정치 등 전문적인 기사를 다루는 매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매체를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달랐다(참여
자 8)”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인지과정에 대해서는 잡지, 인터넷,
블로그, 유명 연예인, 주변인의 영향력이 컸다. 특
히 유행선도력이 높은 연구참여자들은 윈도 디스
플레이, 잡지와 인터넷 정보, 그리고 SNS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멤버십지 등의 잡지를
정기구독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잡지 및 윈도 디
스플레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
는 편이었다. 그에 비하여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행추종자들은 주변사
람들 또는 연예인들의 차림을 통하여 특정 스타일
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 후에야 광고 등에 관
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 광고 별로 없잖아요. 신문은 잘 안보지만 취
업 준비할 때는 봤는데, 그때는 경제 뉴스 이런 것
만 봤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요. 시계 같은
거? ...는 기억이 나도 가방이나 옷 같은 것은 기억
이 안나요. 시계 반지 같은 제품은 기억이 나도 다
른 패션상품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A)
신문에 명품광고는 잘 안 나오던데요. 신문에는 명
품광고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앞면만 봐요. 정치나 이런 앞면
만 보니까 뒤에 실리는 광고라면 모를 수도 있겠
네요. (B)
시계 같은 건 본 적 있어요. 그냥 광고로만 인식하
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잡지에서처럼의 그런 느낌
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잡지는 패션제품 같
은 것을 위해 만들어진 더 전문적인 거고 신문은
더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 성격이 다른 거라
매체를 볼 때 관점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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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시아가 클러치를 2달 전에 샀는데 이번 SS시
즌 컬렉션 스트릿컷 보다가 처음 봤어요. (D, 유행
선도력 고)
잡지가 아무래도 새로운 걸 알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쁘거나 호감도랑은 별개로 에디터들
의 코멘트 같은 것을 읽게 되니까 새로운 걸 알기
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컬렉션 같은 데서
는 잘 안보이면 넘어가게 되는 면이 있는데, 에디
터들은 확대한 사진 등을 기사로 다루니까 아무래
도 인지를 하게 되는 데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중략)...해외 온라인 패션 사이트는 제
일 브랜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고, 잡지는 그냥
국내 트렌드를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E, 유행선
도력 고)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는 블로그를 즐겨찾기로 저
장을 해 놓고 자주 들어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올
리는 정보를 보고 다시 네이버에 그 제품명을 다
시 서치해보는 식이예요. (F, 유행선도력 고)
주변 친구들이 가장 클 거예요. 누가 어떤 제품에
대해 얘기하면 들었다가 잡지 같은 데서 그런 게
광고를 하거나 눈에 보이면 관심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R, 유행선도력 저)
예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나 지인이 하고 있는 거
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즘 또
살짝 유행인 것 같더라구요. (I, 유행선도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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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김남주가 가지고 나온 가방을 보고 ‘저게 뭐
지?’ 해서 검색 해본 적 있어요. (Q, 유행선도력 저)

던지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F, 유행선도력 저)
버버리 같은 경우 ‘Art of Trench’라고 해서 젊은 셀
러브리티 같은 사람들의 화보를 촬영하는 것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해요. 올드한 이미지에서 젊은 이미지
로 바꾸는 좋은 계기였어요. (C, 유행선도력 중)
샤넬은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권지용 때문에 클래
식한 느낌에서 영한 이미지도 있구나 하고, 호감인
데 더 호감이 됐죠. (D, 유행선도력 고)

2) 감정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또는 확신을 갖게
되는 감정적 효과 면에서는 인터넷, 블로그의 후
기나 착용컷, 쇼윈도, 디스플레이, 주변인에 영향
을 많이 받고 있었다. 특히 유행선도력이 높은 소
비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컬렉션을 보거나
착용컷을 확인하며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판
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유행
추종자들은 주로 주변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착용한
모습을 보고 제품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예인의 협찬의 경우 구매로 연결이 많
지 않으나 브랜드나 제품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
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 꽂히면 사지만 긴가민가하면 집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든 거를 보거나, 사실 신발은 그렇게 많
이 봐요. 활용도가 높은지, 근데 사실 구매후기 그
런 게 있어도 잘 안 믿어요. 그냥 제 눈을 믿으려
고 하는 것 같아요. (M, 유행선도력 고)
제가 모르던 것도 그 사람이 후기를 올리면 아 몰
랐던 건데 괜찮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고... (J, 유행선도력 고)
인터넷은 우연히 보고 집중해서 리서치 할 때 주
로 사용해요. (D, 유행선도력 고)
제 친구가 최근에 혼수를 했는데 까르띠에 시계라

3) 구매

구매행동에 대해서는 쇼윈도, 디스플레이 같이
직접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뿐만 아니라 잡지,
인터넷 검색, 주변인, 문자메시지 등 여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볼 수 있었다. 유행선도력이 높은
소비자들 중에서는 잡지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욕
구를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명품 구매경험이 많
은 소비자들은 선세일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
해 구매욕구가 생기기도 하였다. 명품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또는 유행추종자들은 주변인들의
정보나 충고를 통해 확신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떨 때는 (잡지에서) 보고 매장에 전화해본 적도
있어요. (O, 유행선도력 고)
온라인이든 잡지에서든 본 것을 사람들이 직접 구
매한 후기를 많이 봐요. 블로그 뿐만 아니라 사이
트에 후기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것을 많이
따져보고 사는 편이예요. (C, 유행선도력 중)
선세일 먼저해준다고 문자로 오면 가서 보게 돼요.

<Table 3> Usage of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by Consumer Attitude Formation Stage and Consumers’ Fashion
Leadership Level

Consumer Attitude Formation
Stage
Recognition
Affect
Purchase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High Fashion Leadership
Low Fashion Leadership
- Friends/Acquaintances
- Window display
- SNS
- Magazines
- Blogs
- Celebrities
- Friends/Acquaintances
- Internet search (collection)
- Blogs
- Blogs
- Celebrities
- CRM
- Window display
- Friends/Acquaintances
- Blogs
- Magaz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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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선세일 해준다고 하면 매장에 보러가는 경
우가 훨씬 많아요. 백화점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카
탈로그나 우편물도 꼼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챙겨서 보는데, 확실히 그것보다는 문자로 오면 그
게 늘 가지고 다니고 남아있으니까 가서 보고 싶
은 브랜드다 싶으면 확실히 가게 되죠. (N, 구매경
험 다수)
구매로 연결이 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인
이 좋다, 좋다고 하는 거면 사게 되는 것도 있구요.
(B, 유행선도력 저)
매장을 돌아다니면 기억이 안 나다가 디스플레이 된
상품을 보고 ‘아! 저런 게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들
어가게 돼서 구매한 적도 있고, (F, 유행선도력 저)
인터넷 블로그가 새로운 제품을 알게 되는 데, 선
호도가 생기는 데, 구매로도 이어지기에 가장 효과
적인 것 같아요. (F, 유행선도력 저)

위의 결과를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Table 3>
와 같다. 대체로 유행선도력이 높은 소비자들은
인지, 감정, 구매의 모든 단계에서 인적인 정보원
보다는 비인적 정보원을 이용하는 반면, 유행선도
력이 낮은 소비자들은 주변인 등 인적 정보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패션 명품 브
랜드들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소비
자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명품구매
경험이나 유행선도력 등의 소비자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브랜드에 대한 태도 형성과정에서 다양
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
식과 태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8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
며, 현상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유행선도력이나 패션명품의 구
매경험에 따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 활용에
일관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유행선도력이 높은
소비자들이 마케터주도적 정보원에 많이 의존한다
는 선행연구(Choi & Rhee, 1987; Shin, 2009)의
결과와 같이 마케터주도적인 비인적 정보원, 즉,
쇼윈도와 디스플레이,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유행선도력이 낮은
소비자들은 주변인이나 판매원, 블로거 등 인적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
구(Cho, 1987; Kim et al., 2006; Lee, 2006;
Summers, 1970)에서는 잡지, 인터넷을 활용한다
고 했던 것과 유사하게 유행선도력이 높은 소비자
들은 잡지를 정기구독하거나 즐겨 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잡지가 특정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특화된 매체로 타 매체에 비하여 선별되고 전문적
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런데 잡지, 특히 멤버십지에 대한 언급은 40대 이
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20대에서는 SNS를
이용한다는 언급이 많아 지면보다는 인터넷매체에
익숙한 20대 소비자들에게는 SNS가 잡지의 역할
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하여 유
행선도력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인을 통한 구전이
나, 블로그, 유명연예인 협찬 등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정보를 인지하고, 선호
를 형성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 타인의 영
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한편, 인터뷰 결과 대부분
의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넷 배너, 옥외 광고, 또는
신문광고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나, 크게 주목하
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이들 매체는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태도 형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소
비자들은 인지단계에서 윈도 디스플레이, 잡지, 인
터넷, 블로그, 유명 연예인, 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감정단계에서는 인터넷, 블로그의 후기
나 착용컷, 주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특
히 유행선도자들은 제품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후 매장 또는 인터넷에서 구체적 정보를 적극적으
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선도력이 낮은
응답자들은 주변인들 또는 블로거, 연예인들의 영
향을 받아 제품에 대한 인지와 선호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행동단계에서는 쇼윈도, 디스
플레이 같이 직접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뿐만
아니라 잡지, 인터넷 검색, 주변인, CR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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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볼 수 있다. 유명
연예인과 주변인 등의 인적 정보원은 브랜드에 대
한 전반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평소 관심 있던 연예인이나 브랜드와 이
미지가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제품을 착용한 경
우, 혹은 연예인을 통해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
는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는 언급이 있었다. 또한 평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브랜드의 제품을 주변인이 착용
했는데 예쁘게 보였을 경우 그 브랜드에 대한 인
식이 달라지고, 그 후로도 그 브랜드에 관심을 갖
고 방문이나 구매를 해본다는 경험을 얘기하였다.
대체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제품을 인
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상세한 정보나 누군가
의 착용컷을 통해 감정이 생기며, 이 감정이 구매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보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탐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선세일에 대한 CRM 등으로 인하여 구매
에 대한 욕구가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착용모습을 보고 인식과 동시에 선호가 발생하여
구매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 명품 소비자의 특성이나 태도
수준에 따른 매체 이용을 조사하여 브랜드들에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는 있었으나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다룬 점
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들
은 잡지, 인터넷, 블로그, 쇼윈도, 디스플레이와 같
은 뉴미디어 매체나 직접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
었다. 한편, 확대된 명품 소비 계층과 이러한 소비
자들의 활발한 정보탐색 행동을 고려한다면 고급
스러운 명품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적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전통적인 매체 홍보에 높
은 비중을 둔 기존의 명품 브랜드의 전략에 변화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SNS
와 같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마케팅의 중요성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패션
명품 브랜드들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매체인 백화점 옥외광고, 신문광고 등은 효과가
적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매체에 대한 투
자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
매체의 발달로 잡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유행혁신자와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아
직도 잡지가 효과적인 매체인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잡지는 패션지보다 멤버십지 등이 많이 활용되
므로 이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화보 촬영보다는
광고나 아이템 촬영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자세하
게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잡지에 제시된 제품이 실제 매장에 갖춰져 있
지 않아 구매로 연결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언급되
었음을 고려할 때, 잡지의 화보에 제시된 제품과
매장에 구비된 제품이 일치하도록 하여 소비자들
이 원하는 제품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예인의 협찬의 경우 구매
로 연결이 많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브랜드
나 제품 이미지에 긍정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예인 협
찬과 함꼐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에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한 국내ㆍ
외 셀레브러티 사진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킨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또한 유행혁신자들은 매장
을 실제로 가서 보고 자극을 받는 경우가 크므로
쇼윈도나 디스플레이에 홍보가 필요한 상품을 적
극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CRM의 경우 카탈로그
는 선호도 형성에, SMS를 통한 선세일 정보 등은
실질적 구매에 좀 더 영향을 끼치므로, 시즌 제품
홍보성 문자보다는 선세일 정보나 세일 정보 등
실질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관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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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심층
적인 사례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다
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활용 여부에 연
구내용이 집중되어 특정 매체를 선택한 이유에 대
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 주로 이용되는 소수
의 매체들에 집중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결
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령대
와 브랜드 특성을 고려하는 양적 연구도 병행한다
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면접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소비자의 과거 회상에 의한 응답으로 실제 쇼핑특
성이나 인지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는 쇼핑상황
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연구방법 등
을 통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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