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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는 명품 하울에 대해 그 콘텐
츠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시청자들의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 브이로거
와의 관계 맺기, 명품 하울 시청 후 느끼는 심리적인 경험을 밝히고자 하
였다. 현재 패션 제품은 온라인 영상 매체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기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패션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함에 활용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브이로그 시장의 동향, 명품 하울, 소셜 미디어 
이용자 심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유튜브에 ‘명품 하울’ 또는 ‘luxury 
haul’을 검색해 조회수 순으로 나열되는 40개의 국내·외 명품 하울 영상
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명품 하울은 브이로거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정보제공형과 오락추구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유형
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댓글은 시청자들이 브이로거 및 타 시
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심층면접은 명품 하울을 자발적으로 시청한 경험이 있는 20-30대의 여
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청자들의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 브이로거
와의 관계 맺기, 명품 하울을 통한 심리적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시청자들은 개인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에 의해 명품을 인
지하며, 명품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품과 상관없이, 소유자의 연령, 태
도, 시청자와의 친분 여부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명
품 하울 시청 후 명품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변화나 부정적인 
태도 변화를 경험하며, 명품 하울에 대해서는 정보원으로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오락물로서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는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브이로거와의 관계 맺기는 시청자가 브이로거로부터 친근
감이나 신뢰감을 지각하였을 때 시작된다. 이러한 속성을 지각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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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거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브이로거
와 관계 맺기를 형성한다. 관계 맺기가 형성되면, 시청자는 브이로거
로부터 소비 성향 및 취향,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명품 하울을 통해 시청자들은 대리만족 또는 상대적 박탈
감을 경험한다. 대리만족은 제품으로 인한 대리만족과 브이로거의 행
위로 인한 대리만족이 있으며, 시청자가 명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제
적, 지리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 대리만족을 느끼는 요인이 다르게 나
타난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은 시청자가 경제력 차이를 인지하거나 자
신의 외모를 열등하게 판단하였을 때 나타나고, 브이로거가 시청자와 
또래일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명품 하울의 시청자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명품 하울의 내용적, 기능적 요소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명품 하울 영상 제작에 관여한다. 둘째, 
시청자들은 명품에 대한 간접 소비를 넘어 브이로거의 라이프스타일을 간
접적으로 소비한다. 셋째, 시청자의 심리는 명품 관여도와 브이로거 관여
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명품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일수록 대리
만족을 느끼며, 브이로거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
낀다. 여기서 브이로거 관여도는 시청자가 브이로거에게 예민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예민함이 의구심으로 확장돼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면서 상대
적 박탈감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명품 하울의 콘텐츠를 유형화함으로 학술적 이해도를 증진시
키고 시청자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간접 소비에 대한 연구를 확장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패션 및 뷰티 제품이 다각면으로  
노출됨에 따라 향후 패션 소비자 반응을 예측함에 방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패션 명품, 명품 하울 콘텐츠, 시청자 반응, 심리적 경험, 관계 
맺기

학  번: 2016-2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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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X세대를 잇는 Z세대, 유튜브(YouTube) 세대라는 이름으로 단순 디지털 
사용을 넘어 텍스트나 사진보다는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가 다양한 
서비스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스마트폰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모바일 중심의 생활 패턴이 형성되면서 모바일을 사용해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들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 중 ‘브이로그(Vlog)1)’는 동
영상 기반의 포털 사이트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영상 콘텐츠다. 
브이로그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대부분 텍스트와 정
지된 이미지 파일로 이루어진 정보 제공, 일상 공유 등의 블로그만의 성질
이 동영상 콘텐츠로 옮겨져 공유되는 것이다. 브이로그가 성장하게 된 것
은 2000년대 중반부터 UCC(user created contents)열풍이 불기 시작하
면서 개인 크리에이터(creator)라 불리는 개념이 출현하면서부터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이르러 개인 방송 미디어인 아프리카 TV(Afreeca 
TV)를 중심으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로 공무원과 함께 개인 크리에이터
가 함께 언급되기도 하는 수준이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검색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는 2018년 6월,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발전, 강화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평소 
개인 블로그(blog)를 중심으로 검색 엔진이 활발하게 돌아가던 네이버는 
사진이나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에 동영상 콘텐츠를 쉽게 업로드 할 수 있
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하여 ‘브이로그’ 중심의 콘텐츠를 성장시킬 것
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반인 위주로 시작된 브이로그 시장에 최근에는 

1) 브이로그란 개인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텍스트나 사진이 아닌 동영
상 포맷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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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연예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이로그의 
규모는 더욱 확산되었다. 
  국내에서 브이로그의 시초가 되는 개인 방송을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먹방’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다. 문영은 외(2017)는 아프리카TV 속 먹방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미디어의 
사회 작용성과 관련해 연구했다. 홍석경 & 박소정(2016)과 노의현(2016)
은 개인 방송 속 ‘먹방’이라는 문화가 전통적인 대중 미디어 속으로 퍼져
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했으며, 김예경 외(2017)는 개인 방송 미디어의 마
케팅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했다. 
  앞서 연구된 개인 방송 미디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한 것이 바로 
‘브이로그’이다. 현재 유튜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브이로그에서는 
‘먹방’ 콘텐츠뿐 아니라 뷰티, 패션, 일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브이로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브이로그가 성장하게 된 
것은 2010년대 초반 뷰티와 관련된 브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뷰티와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 유명 연예인들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
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청자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반해 
뷰티 관련 브이로그는 일반인이 만들어 낸 콘텐츠라는 인식으로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사용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민낯으로 정면을 주시하며 메이크업이 완성되는 과정을 동영상의 역동성
과 함께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 현재 유튜브 내 브이로그 콘텐츠 
중 가장 많은 게시물 업로드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뷰티 브이로그를 
통해 해당 동영상의 제작자인 ‘브이로거(Vlogger)’의 영향력도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브이로그 시장 내에서 뷰티 콘텐츠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패션 
분야로까지 연결되어 패션을 콘텐츠로 활용한 브이로그 역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뷰티 브이로그로 시작한 많은 브이로거들이 패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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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함께 다루고 있다. 
  뷰티 브이로그와 패션 브이로그를 하나로 묶어 분석한 연구는 2010년대 
초반 국외에서 시작되어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정적이고 증가하는 영향력에 비해 세분화된 연구
는 부족한 시점이다. Keats(2012)는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와 관련된 사
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 패션 문화에 이러한 미디어가 갖는 의미를 
고찰했다. Sykes(2014)는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 패
션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패션 산업에서 브이로
그 미디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적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직접 채널을 형
성하기도 했다.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의 마케팅적 효과와 관련해서 국내
에서는 주링즈(2017)가 뷰티 브이로거(Vlogger)를 통한 마케팅의 현황을 
브이로거와 시청자 및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연구했고, 최우진(2018)은 
브이로그에 소개되는 패션 제품의 노출 유형에 따른 브이로거와 시청자의 
관계, 이로 인한 구매행동까지를 연구해 리테일러들에게 시사점을 제안했
다. 그 외에도 현재 패션 및 뷰티 관련 브이로그와 관련해 계속해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시장을 통합하여 브이
로그 시청이 패션 및 뷰티 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 있을 뿐, 이러한 문화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인간 심리 및 
행동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패션 및 뷰티와 관련된 브이로그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
하고 있다. 브이로거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 컨셉을 잡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튜토리얼(Tutorial)’, 머리를 손질 하는 것부터 옷을 
입기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겟 레디 위드 미(Get Ready 
With Me)’와 제품을 충분히 사용한 후 세세한 사용 후기를 들려주는 ‘페
이보릿(Favorites)’ 등이 있고, 브이로거가 새롭게 구입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 포장된 상태에서 제품을 함께 풀어보는 ‘언박싱(Unboxing)’, 
‘하울(Haul)’ 등이 있다(구현모, 2018: 전영선, 2018: 반지현, 2016). 이처
럼 패션 및 뷰티와 관련된 브이로그 시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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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도 보이고 있다(Tait. A, 2018). 대표적인 것으로 뉴스 기사를 통해 계속
해서 언급되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패션 브이로그 콘텐츠인 ‘명품 하
울’이다. 명품 하울은 값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 나열해놓
고 소개해주는 콘텐츠인데,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는 구매 행동으로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괴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
이다(김은영, 2018). 브이로거들이 값 비싼 제품을 구매해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것은 과시적인 성향을 띄어 청소년에게 잘못된 소비습관을 심어질 
수 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Tait. A, 2018). 이는 다양한 콘텐츠 속에
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 중 하나로 앞으로 점점 
더 값 비싼 명품 제품이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하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대리만족이나 힐링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정신가 전문의에 
따르면 하울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소비 욕구를 절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
했다(박민정, 2017). 하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즉, 브이로거 역시 
현재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청자들
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손현지, 2018).
  이처럼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시장 내에서도 그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
로 발전해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된 논문들은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를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에
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일반화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의 시청은 패
션 및 뷰티 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명품 하울과 같은 
콘텐츠가 명품 산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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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을 시청하는 시청자도 존재하지만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거나 명품 제
품을 구매해 소개하는 브이로거의 삶을 동경하는 시청자가 대다수일 것이
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명품 하울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명품 구매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
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품 하울이라는 구체적인 콘텐츠의 시청자들
에 대한 심리적, 환경적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최근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 브이로그 시장은 그 규모가 점점 확
대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콘텐츠가 다양해진 만큼 콘텐츠
를 소비하는 시청자 유형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콘텐
츠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패션 관련 브이로
그, 그 중에서도 하울 콘텐츠에 관해 먼저 이해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명품 하울에 대해 고찰
해 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패션 브이로그 중에서도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뚜렷한 특성을 지닌 명품 하울을 시청한 사람들을 중점으로 명품 하울 시
청 후 명품에 대한 인식 변화, 명품 하울 패션 브이로거에 대한 인식 및 
브이로거와의 관계 맺기, 명품 하울을 시청한 후 느끼는 심리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명품 하울을 자의적으로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명품 하
울에 대해 호 또는 불호의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과 관련된 브이로그의 다양
한 콘텐츠 중에서도 명품 하울에 집중해 사례 분석을 통한 콘텐츠 분석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브이로거와의 
관계 맺기, 나아가 명품 하울을 시청함으로써 느끼는 심리적인 경험을 밝
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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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명품 하울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명품 하울 콘텐츠를 분석한다. 
둘째, 명품 하울 시청자들의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셋째, 명품 하울 시청자들과 브이로거의 관계 맺기 양상을 고찰한다. 
넷째, 명품 하울 시청자들이 시청 후 느끼는 심리적인 경험을 밝힌다. 

  패션 및 뷰티와 관련된 브이로그가 현재 세분화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에도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를 통합하여 연구하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패션 마케터나 리테일러에게 시
사점을 제공하는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패션 브이로그를 시청한 시
청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그 중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꾸준히 소비(시청)
되는 명품 하울을 중심으로, 명품 하울의 콘텐츠를 그 성질에 따라 유형화
함으로써 학술적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토대로 명품 하울 시청자들의 
브이로거에 대한 인식 및 관계 맺기, 명품 하울 시청 후 느끼는 심리를 분
석해 소셜 미디어 속 간접 소비 경험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데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명품 하울을 통한 명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질적 연구를 통해 깊
이 고찰함으로써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패션 및 뷰티 제품에의 노출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패션 미디어에서의 소비자 반응을 예
측함에 방향성을 시사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명품 하울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면접법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로는 먼저 전문 서적과 뉴스 기사, 선행 
연구를 통해 최근 브이로그 시장의 동향, 명품 하울, 소셜 미디어의 수용
자 및 그들의 심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유튜브에 게시된 40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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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명품 하울 콘텐츠 사례 분석 대상
검색어

조회수 
순위

제목 브이로거 영상 길이

명품 하울 1 1500만원 명품쇼핑 가즈아~~! 
쇼핑한거 같이 뜯어봐요~ 2탄❤ LENA 16:27

명품 하울 2
1570만원 질러 왔어요!!!! 명품 
하울/언박싱 같이 뜯어요!!! Luxury 
하울 | 한별 Hanbyul

한별 
Hanbyul 19:52

명품 하울 3
청담언니 치유 쇼핑 클라스 
8000만원 명품 하울/언박싱 패션 
리뷰 1탄 구찌 신상편

청담언니 
치유 

cheeu
19:33

명품 하울 4 2810만원 쇼핑하기~!! 명품하울! 
같이 뜯어요~!!

한별 
Hanbyul 32:45

명품 하울 5
원래 천만원짜리 드레스 였다고??? 
8000만원 명품 하울/언박싱 패션 
리뷰 2탄 세일 아이템편 ㅣ 
청담언니 치유 Cheeu

청담언니 
치유 

cheeu
22:23

명품 하울 6
구찌에서 뭐 샀게!?!? 리얼 구찌 
명품 하울!✌� (eng) GUCCI 하울 | 
Hanbyul

한별 
Hanbyul 06:09

명품 하울 7
[1670만원 명품쇼핑하울] 돈 쓰면서 
돈 벌기 (아울렛털었뀨) l Luxury 
Fashion 하울 l LAMUQE

lamuque 24:44

명품 하울 8

1500만원짜리 가방?! 에르메스 버킨 
백 언박싱 l Hermes Birkin 언박싱 
l 8000만원 명품 하울 패션 리뷰 
3탄 에르메스편 ㅣ 청담언니 치유 
Cheeu

청담언니 
치유 

cheeu
25:46

명품 하울 9
[오늘 뭐 사지?] ✨대박 홍콩 
500만원 하울✨ 구찌 지방시 겐조 
미우미우 겔랑 조르지오알마니 등 
등!!!! 핵꿀잼

LENA 09:36

명품 하울 10 루이비통에서 가장 싼 제품을 직접 
구입해봤다 *2만원도안됨*

Yeowool 
Kim 08:58

명품 하울 11 300만원짜리 비닐?? PVC 샤넬백!!! 청담언니 19:10

내·외 명품 하울 영상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동시에 병행해 ‘명품 하울’
을 심도 깊게 고찰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2018년 10월 첫 번째 주 
기간 동안 유튜브 검색창에 ‘명품 하울’, ‘Luxury 하울’을 검색했을 시 조
회수 순으로 나열되는 상위 20개의 게시물로 총 40개의 영상이었으며, 제
작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선정되었다.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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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최신 트랜드 플립백 l 청담 
언니 치유 명품 가방 패션 
하울/언박싱

치유 
cheeu

명품 하울 12

[명품하울] 치유언니가 추천하는 
명품 입문템! 10대부터 80대까지 할 
수 있는 반클리프 앤 아펠 주얼리! 
소장품 4000만원어치 같이 봐요! l 
청담언니 치유

청담언니 
치유 

cheeu
16:00

명품 하울 13
[Eng] 아울렛쇼핑 하울 버버리 / 
구찌 / 생로랑 with 헤이즐&로즈하 
l 오늘의하늘 Haneul

Ha Neul
오늘의 
하늘

27:48

명품 하울 14
드디어 개봉박두? 한달전에 사놓고 
안 뜯어 본 명품백! 청담언니 치유 
쇼핑 하울

청담언니 
치유 

cheeu
12:33

명품 하울 15
1420만원짜리 시계? 신상 로렉스! 
언박싱 l ROLEX 언박싱 l 8000만원 
명품 하울 패션 리뷰 4탄 
로렉스편ㅣ청담언니 치유 Cheeu

청담언니 
치유 

cheeu
14:34

명품 하울 16
[하울] 헤헤헤 샤넬백샀다!! 지갑털린 
유럽여행 쇼핑하울 | 디바걸스 
(디바제시카 디바제니)

디바걸스 15:12

명품 하울 17

여자들이 프로포즈 받을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예물 보석 특강! 
Piaget Possession! 하이 주얼리 
리뷰! 8000만원 명품 하울/언박싱 
패션 5탄 피아제편

청담언니 
치유 

cheeu
20:17

명품 하울 18
예쁜거 잔뜩!! 눈호강 영상✧ (명품 
하울, 핑크 롱패딩 리뷰, 설리 
원피스 겟또!) 하울 by ROSEHA

ROSEHA로
즈하 12:23

명품 하울 19
[샒의삶] 총 300만원 명품, 쇼핑 
하울 from 괌 (feat.발렌시아가) // 
첫 명품 지갑, 명품 가방

샒의 삶
Serim’s 

life
13:48

명품 하울 20
샤넬 vs 디올 l 2018 올해의 팬톤 
컬러 울트라바이올렛에 대한 생각! l 
샤넬백 l 가방 l 디올 레이디백 l 
명품 하울 / 언박싱

청담언니 
치유 

cheeu
18:33

<표 2> 국외 명품 하울 콘텐츠 사례 분석 대상
검색어

조회수 
순위

제목 브이로거 영상 길이

luxury 
Haul 1 LUXURY SHOPPING WITH MY 

FRIENDS! *$2000 GUCCI HAUL*
Ryland 
Adams 14:40

luxury 
Haul 2 LOUIS VUITTON X SUPREME 

HAUL | Jeffree Star jeffreestar 10:52

luxury 3 LOUIS VUITTON FALL 2016 jeffreestar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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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l HAUL | Jeffree Star
luxury 
Haul 4 $35,000 LUXURY HAUL Nicolette 

Gray 13:34
luxury 
Haul 5 (LUXURY) WHAT I GOT FOR 

CHRISTMAS 2017 l Olivia Jade
Olivia 
Jade 10:30

luxury 
Haul 6 VLOG: over $3,000 luxury 

shopping | fancy vlogs
Fancy 

Vlogs By 
Gab

10:09

luxury 
Haul 7 $20,000 LUXURY HAUL Nicolette 

Gray 15:40

luxury 
Haul 8 2017 luxury haul

Fancy 
Vlogs By 

Gab
06:56

luxury 
Haul 9 CRAZIEST $120,000+ LUXURY 

SHOPPING SPREE !!
Meet The 
Vloggers 24:34

luxury 
Haul 10 What i got for my birthday 2018 

(luxury)
Fancy 

Vlogs By 
Gab

08:21

luxury 
Haul 11 LUXURY SHOPPING HAUL Nicolette 

Gray 26:33

luxury 
Haul 12 luxury brand haul 2018 

($5,000+)
Fancy 

Vlogs By 
Gab

15:15

luxury 
Haul 13 Buying my sister Gucci for her 

birthday & luxury haul!
Niki 

DeMar 10:07

luxury 
Haul 14 buying luxury bags... don’t 

judge
Fancy 

Vlogs By 
Gab

13:08

luxury 
Haul 15

a few grand later... (high 
end/luxury clothing haul) l 
Olivia Jade

Olivia 
Jade 13:10

luxury 
Haul 16

My Luxury Birthday Haul | 
Harrods, Chanel, Christian 
Louboutin, Show Dry

Sophie 
Shohet | 
Fashion 
Beauty 

Lifestyle

17:20

luxury 
Haul 17 SPENDING $60,000 IN A DAY 

LUXURY SHOPPING !!
Meet The 
Vloggers 07:58

luxury 
Haul 18 Luxury Haul for 3 Kids! Anna 

Saccone 15:27

luxury 
Haul 19 5 OUTFITS &A LUXURY HAUL | 

Lydia Elise Millen
Lydia 
Elise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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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
luxury 
Haul 20 $6,000 luxury haul!!! TTLYTEA

LA 12:36

  그리고 명품 하울 시청자의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 시청 동기, 나아가 
명품 하울을 시청함으로써 형성되는 심리와 그 형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명품 하울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브이로거에 대한 생각, 명품 하울 시청하면서 느끼는 솔
직한 심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참여자들과 1대 1로 대면한 
면접법이 연구참여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면접법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면접법은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나 질문들이 얼마나 엄밀하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구조화
(structed) 면접,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접, 그리고 비구조화
(unstructured) 면접으로 나뉜다(백욱현, 2006). 구조화 면접법은 연구참
여자의 재량범위가 거의 없는 반면, 비구조화 면접은 재량범위가 매우 넓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
고, 연관된 답변이 나올 경우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반구조화 면접형태를 취하
였다. 
  연구 참여자는 명품 하울 영상을 자발적으로 한 편 이상 시청해본 경험
이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게다가 명품 하울에 대한 입장 호 
또는 불호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명품 하울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있고 
명품 하울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의향이 있는 경우 혹은 더 이상 시청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동기 및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는 여성 시청 경험자 20명으로 하였으며, 연구참여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이유는 유튜브에 ‘명품 하울’ 또는 ‘luxury 하울’을 키워
드로 검색해 조회수 순으로 나열했을 때 90% 이상의 패션 브이로거가 모
두 여성이며, 명품 하울을 통해 느끼는 대리 만족 및 상대적 박탈감 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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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반구조화질문지
연구문제 조사영역, 세부질문

개인적 특성 § 나이, 직업, 결혼 유무
§ 명품 하울 시청 관여 정도

명품에 대한 
인식

§ 귀하가 생각했을 때 어떤 브랜드가 명품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품 구매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제품을 

리적인 감정이 시청자와 패션 브이로거 간의 동질감을 느낄 경우 크게 나
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최항섭(2003)의 연구에서 밝혀진 명품에 가장 관심
이 많은 세대는 20~30대의 젊은 층이라는 점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면접을 위한 질문지는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명품을 바라본 선행 연구,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패션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선
행 연구, 대리 만족 및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정신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판단표본추출법(judgement sampling)과 눈덩이표본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자료를 수집
할 경우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작위표본추출법에 의한 자료 수
집은 명품 하울 시청자라는 특수한 표본을 다루기에 접합하지 않다고 판
단하였기에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적절한 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판단표본추출법을 택하였다. 눈덩이표집방법의 경우, 판단표본추출법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지인에게 모집문건을 전달하도록 하여 연구참여자가 
면접에 참여를 원할 경우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9월 20대 4명을 대상으로 예비심층 면접을 실시하였
다. 예비 심층면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반복적으로 진술의 내용을 확
인함으로써, 본 연구결과에 적합한 내용이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질문지
를 일부 수정하였다.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한 반구조화 질문지 내용은 다
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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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과정으로 구매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평소 구매하고자 하는 명품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품은 다른 패션 제품들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품을 구매하거나 착용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 명품을 구매하거나 착용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그 
  사람은 명품을 소유할만한 사람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 원하는 명품을 구매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항섭. (2003). 명품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 최샛별, & 진기남. (2006).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한국사회에서의 명품
  의 인상관리적 효과.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6), 672-678.

브이로거에 
대한 인식

§ 귀하가 시청하신 명품 하울의 패션 브이로거는 신뢰할 만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그녀(그)에게서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
  까?
§ 그녀(그)의 외모나 행동, 말투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그녀(그)의 취향이나 소비 행동에 만족하십니까?
§ 그녀(그)는 충분히 명품을 구매하고 착용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녀(그)와 같은 삶을 꿈 꾼 적이 있으십니까?
§ 그녀(그)를 닮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 그녀(그)가 귀하의 생각,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
  까?
§ 그녀(그)의 게시물에 칭찬이나 비난의 댓글이 달렸을 때 기
  분이 좋거나 나빴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 그녀(그)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가
  지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 유철우, & 최영찬. (2009). 인터넷 쇼핑몰에서 충성도와 동일시, 지각된 즐
  거움, 신뢰, 상호작용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0(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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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덕, 정수연, & 서일호. (2018). 스타만족이 팬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 신
  뢰, 일체감 그리고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3), 55-70
§ 최우진. (2018). 패션제품 노출 유형에 따른 브이로거(브이로거) 속성 지각의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명품 하울 시청 
후 감정

§ 명품 하울을 처음 시청한 후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명품을 구매한 패션 브이로거
  의 소비를 보고 만족감을 느끼셨습니까?
§ 그녀(그)의 삶을 동경하십니까?
§ 그녀(그)처럼 명품 하울을 제작하고 싶다고 느끼신 적이 있
  습니까?
§ 나의 삶과 명품 하울 영상 속 그녀(그)의 삶 사이에서 괴리
  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명품 하울에서 보여지는 그녀(그)의 소비는 나와 상관 없다
  고 여겨지십니까?

명품 하울 시청 
후 시청자 태도

§ 귀하는 명품 하울 시청 후 명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증가
  하였습니까?
§ 귀하는 앞으로도 명품 하울을 시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귀하는 앞으로 명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명품 하울을 시청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동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로부터 연령, 직업, 결혼유무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인 정보와 연락처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연구참여자에게 사례금 지급 및 
차후 자료 분석시 연구자가 자료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재연락을 
취하기 위함이다. 모든 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
취록을 작성하였다. 심층면접 참여는 학교 연구실과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또는 회사 근처 카페 등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한 곳에서 이
루어졌다. 심층면접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에서 1시간 30분이었다. 면접은 질문에 대한 응답
이 포화될 때 까지 진행되었으며,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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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참여자 세부정보
나이(세) 연구참여자(가명) 직업

1 20 A 대학생
2 20 B 무직
3 21 C 대학생
4 21 D 대학생
5 22 E 대학생
6 22 F 대학생
7 22 G 대학생
8 25 H 대학생
9 25 I 무직
10 25 J 대학원생
11 25 K 대학원생
12 26 L 대학원생
13 26 M 대학원생
14 26 N 대학원생
15 27 O 회사원(해외영업)
16 27 P 학예사
17 27 Q 대학원생
18 28 R 회사원(디자이너)
19 33 S 회사원(회계사)
20 33 T 시간강사

재연락하여 추가면접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의 세부정보는 다
음과 같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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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브이로그에 대한 고찰

  본 절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 
중 하나인 브이로그에 대해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을 진행한다. 먼저 디지
털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른 동영상 콘텐츠의 형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 
브이로그의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브이로그를 향유하는 세대와 이러한 
콘텐츠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살펴봄으로써 브이로
그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문화 현상을 고찰한다.   

1. 동영상 매체의 변화

  현대의 동영상 콘텐츠의 모습은 동영상 콘텐츠가 활발하게 소비되는 형
식을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텔레비전 기반의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콘텐츠가 소비됨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이동 통신 기술(LTE: Long Term Evolution)의 발전으
로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디어 형태는 물론 선호하는 콘
텐츠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동영상 콘텐츠
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텍스트 중심
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정지윤, 2014). 본래 동영상 콘텐츠
의 소비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텔레비전 동영상 콘텐츠는 
대중 방송 매체라는 이름으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속에서 제작되고 정해
진 시간에 편성되어 시청자들에게 소비되었다(이문행, 2009). 하지만 최근 
초고속 이동 가능한 무선 인터텟의 발달 및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기기
의 대중화로 새로운 플랫폼에 최적화된 새로운 콘텐츠 형식들이 속출하고 
있다(이호진, 2015). 동영상 콘텐츠가 텔레비전 기반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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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다수에서 개인으로 좁혀졌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 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 미디어,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성장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도 개인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지윤(2014)에 
따르면 개인 미디어, 즉 1인 미디어는 이용자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춰, 
텍스트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형태가 변화했다. 개인 미디어의 형식으
로 발전된 동영상 콘텐츠의 가장 초기의 형태는 UCC(User Created 
Contents)이다(황지연 & 성지환, 2006). UCC는 기존의 동영상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인터넷으로 옮기는 것과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두 가지로 
구분되며(이수영 외., 2012), 단순히 동영상을 공유하는 형식에서 발전되어 
개인이 전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 세계로 유통하는 1인 미
디어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문정 & 윤석민, 2016). 이러한 맥락에
서 1인 동영상 미디어는 체계를 잡아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TV, 
유튜브 방송 등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다(반옥순 & 박주연, 2016).   
  아프리카 TV, 유튜브 방송을 비롯한 1인 동영상 미디어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 음식 문화, 게임 문화와 관련된 
브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부터이다(이소희, 2018). 우리
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먹방’과 
‘게임 방송’이라는 동영상 콘텐츠 중 영향력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또한 ‘먹방’에서 시작된 음식과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는 온라인상
에서 인기를 얻어 텔레비전이라는 매스 미디어까지 영향을 끼쳤다(송필순, 
2016). 텔레비전 동영상 콘텐츠와 구별되는 인터넷 기반의 1인 방송 미디
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참여’ 와 ‘공유’이다(송정은 & 장원호, 2013). 
1인 동영상 미디어는 시청자와 제작자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이는 새로운 동영상 콘텐츠의 형태가 쌍방향적인 미디어임을 암시하며 기
존의 텔레비전 동영상 콘텐츠와의 차이점을 갖는다.  
  ‘먹방’과 ‘게임 방송’을 이은 후발 주자가 뷰티와 패션과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이다(남승윤 & 박보람, 2017). 뷰티나 패션과 관련된 브이로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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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외에서 인기가 정점에 달해 있는 상태였다. 우리나라에서 다소 늦게 
시작된 뷰티와 패션 관련 브이로그가 음식 브이로그와 다른 점은 온라인
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텔레비전 미디어 속에 오랜 시간 주된 콘
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여생 채널’ 또는 ‘스타일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패션 및 뷰티
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셀러브리티와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콘텐츠가 많았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청
자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주링즈, 2017). 또한 상표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시청 한 후 인터넷에서 다시 한 
번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 외에도 뷰티와 관련된 동영상 콘텐
츠는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뷰티 관련 동
영상 콘텐츠 외에 패션과 관련된 콘텐츠도 뷰티만큼이나 주목을 끌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전문 모델들, 셀러브리티들이 출연하여 유행하는 패
션 아이템이나 떠오르는 쇼핑 지역을 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처
음에는 대리만족 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으나, 현실성이 없고 터무니없이 
값 비싼 브랜드의 제품들만 보여져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현실성
이 없고 공감을 자아내지 못한 패션 및 뷰티와 관련된 스타일 채널은 점
점 시청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미식에 관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온
라인에서 인기를 얻은 음식 문화가 텔레비전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로 자
리잡은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션 및 뷰티 관련 동영상 콘텐츠
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새
로운 형식의 패션 및 뷰티 관련 동영상 콘텐츠, 즉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패션보다는 뷰티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뷰티 브이로그 속 콘텐츠의 성격은 텔레비전 뷰티 프로
그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작되었다. 뷰티 브이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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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는 일반인이 방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그 자체로 방송을 
수용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하며 메이
크업을 하는 콘텐츠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민낯으로 정면을 
주시하며 메이크업이 완성되는 과정을 동영상의 역동성과 함께 보여줘 더
욱 주목을 받았다. 뷰티 관련 콘텐츠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 패션 브
이로그이다. 패션 브이로그는 대부분 뷰티 브이로그를 진행하는 브이로거
들이 동시에 다루는 콘텐츠이며 전문적으로 패션에만 집중한 브이로그는 
그렇게 많지 않다. 패션 브이로그 역시 텔레비전 콘텐츠와 달리 소수가 아
닌 대다수의 공감을 자아내며 시작되었다. 누구나 옷장에 있을법한 기본 
아이템이나 저렴한 유행 아이템을 이용해 룩을 완성하고 쇼핑한 것을 보
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패션 및 뷰티 관련 브이로그가 인기를 얻
으며 그 영향력이 증가하여 현재는 값 비싼 제품,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스킬, 상업적인 성격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존재하고 여전히 주목을 끌고 있
으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시장은 커지고 있다. 먹방에서 뷰티, 패션으로 
이어져 온 브이로그는 현재 이와 더불어 여행, 일상 속에서의 에피소드, 
연애 등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콘텐츠로 삼아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으
며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이 그들의 관심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 

2.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

  브이로그는 현대 이동 가능한 디지털 기기들의 발전으로 공간이나 시간
에 제약 없이 어디서나 쉽게 온라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발전
한 동영상 콘텐츠이다. 따라서 브이로그는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세대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며, 그들에게서 가장 익숙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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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이에 익숙한 사람들에 
다양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 Prensky(2001)는 디지털 환경이 구축된 시대
에 출생하여 유년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해온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는 집단으로 불렀다. 이는 Prensky
가 ‘언어’라는 개념을 가져와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분류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성장해온 첫 번째 
세대로, 이들은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인터넷 등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모
국어 사용자(native speakers of digital language)이며, 이에 반해 기성
세대는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가 된다. 언어란 사회를 바라보
는 인식체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인식체계가 다른 경우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권경근 외, 2016). 디지털 네이티브 세
대가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사
용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디지털 언어를 활용함에 있어 마치 외국어를 구
사할 때 모국어의 억양(Accent)이 나타나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 이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디지털 시대로 이주해온 기성세대는 사회, 환경의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
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다른 만큼 생각하는 방법,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
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Prensky, 2001).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세대를 일컫는 유사한 명칭들이 여럿 존재한다. 
Tapscott(1999)은 이들은 인터넷 연결망에 익숙한 세대라 생각하여 ‘넷 
세대(Net Generation)’, 또는 ‘N세대(N-Generation)’이라 명칭했다. 
Bruce Tulgan과 Carolyn Martin(2001)은 이들을 ‘Y세대(Generarion 
Y)’라 불렀는데, 이는 ‘X세대’ 이후의 세대라는 뜻인 동시에 ‘Y’는 2000년
을 의미하는 Y2K(Year Two Kilo)를 의미하기도 한다. Y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김용섭, 2018). 이 외에도 디
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컴퓨터 등 정보기술(IT)에 친숙하
다는 의미에서 ‘테크 세대’, 디지털 환경 그 이상의 것으로 더 나아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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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얼 세대(Millenials)’라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브이로그를 향유하는 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을 
가져온 이유는 기존의 기성세대와 새로운 새대를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해서이다. 발전해온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성세
대와 발전된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태어나 따로 학습하지 않고 자연스럽
게 문화에 적응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이민자와 원주민이라는 개
념으로 분류한 것이 이 세대가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공유함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그들은 각종 정
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와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을 선호한다(김정우, 2011). 다
시 말해 한 번에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네이
티브는 신속한 반응을 추구한다(김민정, 2015). 휴대폰, 문자와 메신저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평가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네이티브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특히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데, 인터넷은 작은 
일에도 개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하며, 합의를 
도출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이티
브는 도전적이고 재미있을 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과 놀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
는 일 자체가 놀이나 게임처럼 도전적이고 재미있기를 바라며, 반면 재미
없는 일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징을 종합해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
지털 네이티브는 전 국민의 40%에 달한다. 이들은 이미 디지털 시대의 생
활이 체질화 된 채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와 새로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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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가치관을 탄생시킨 것은 그다지 오래되
지 않았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 된 것은 스마트 폰의 보급화와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의 변화, 즉 SNS를 들 수 있다. 적극적으로 자신
을 드러내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
지고,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
한 모습이 텍스트나 사진으로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동영상 콘텐
츠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현재 브이로그는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너무나 익
숙한 문화가 되었다. 

3. 브이로그의 개념 및 특성

  1) 브이로그의 개념
 
  최근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브이로그’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텍스트나 사
진 파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블로그의 성질이 비
디오 콘텐츠를 통해서 공유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블로그 페이지 내에도 
텍스트나 사진뿐 아니라 비디오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브이로그라고 부르는 이것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를 기반
으로 존재하고 공유되기 때문에 블로그 내에 존재하는 비디오 콘텐츠와는 
구별된다. 

먼저 블로그는 웹 로그(web log)의 줄임말로, (Evan Willians는 ‘일기
처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짧은 글들로 이뤄진 웹 페이지’라고 정의 
내렸다(박문각 시사상식 편집부, 2014). 블로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부
터 전문적인 정보까지 전 사회, 문화적인 영역을 걸쳐 다양한 형식과 주제
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타인에게 노출되며 타인과의 공
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쓰여 온 ‘일기’형식의 글
쓰기는 대부분 지극히 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웹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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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인 블로그도 비공개적으로 업로드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
부분 인터넷상의 검색 엔진을 통해 타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어 큰 제한 없이 타인과 공유된다. 또한 블로그 내 공유의 성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은 댓글이라는 기능이다. 이는 개인이 업로드한 
블로그 게시물에 관심을 갖고 검색 경로를 따라 접하게 된 타인이 댓글을 
남기고 해당 댓글에 또 다른 타인이 댓글을 남기거나 게시물 작성자가 직
접 댓글을 남김으로써 정보의 송신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는 1994년 미국의 Justin Hall이 시작한 온라인 
일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Jeffrey, 
2004). 특히 2000년대 이르러 ‘파워 블로거’라는 단어가 출현할 정도로 블
로그 시장은 거대해졌으며, 현재에도 블로그는 사회 이슈, 맛집, 패션 및 
뷰티 등의 내용을 다루며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이로그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성장하기 시작했다. 수년 전만 해도 비디
오는 보편적인 콘텐츠 포맷이 아니었으며,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제작법이 
어려워 생산자 또한 많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고사양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면서 어디에서나 쉽게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비디오 플랫폼은 유튜브이며, 이 
속에서 개인이 직접 제작한 비디오 제작물들, 특히 브이로그가 유통되고 
있다. 브이로그에서는 텍스트나 이미지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게임 영
상이나 먹방, 뷰티 콘텐츠가 가장 주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2) 브이로그의 특성

  브이로그는 블로그와 근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비디
오 콘텐츠라는 차이점이 있다. 브이로그가 갖는 특성들을 살펴보면 크게 
매체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브이로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콘텐츠이기에 브이로그의 매체적 특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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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접근의 편이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이 
쉬워졌으며 더불어 광대역 데이터 사용이나 무제한 데이터 사용, LTE(lon
g term evolution), 5G(5 generation)등 이와 관련된 기술들도 계속 발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데이터 량을 요구하는 동영
상 콘텐츠 역시 그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동영상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사이트인 ‘구글(Google)’을 잇는 세계 2위
의 검색 엔진이 되었다(허팝 외., 2017). 이는 그만큼 동영상 콘텐츠에 대
한 소비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브이로그 시장이 확대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브이로그의 매체적 특성 두 번째는 생동감이다. 비
디오 콘텐츠인 브이로그는 비디오 속 브이로거의 움직임이나 음향적인 효
과로 인해 정지된 사진에서 느낄 수 없는 생동감을 시청자로 하여금 느끼
게 한다. 브이로그의 생동감은 브이로거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뿐 아니라 
브이로그에 노출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여줘 마케팅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뷰티 브이로그 속 제품의 마케팅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주링즈(2017)에 의하면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브이
로거의 역동적인 모습과 이로 인한 생동감은 브이로그를 시청하는 시청자
로 하여금 브이로거가 자신의 비디오 속에서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
도를 높여 구매행동에까지 영향을 준다(주링즈, 2017).
  다음으로 브이로그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면 브이로그는 일상적인 콘
텐츠를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브이로그는 타 SNS
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 할 수 있다. 브이로그가 
많은 동영성 기반 콘텐츠 중에서도 차별성을 갖는 이유 중 하나 역시 일
반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브이로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
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친근하고 호감이 가는 
콘텐츠는 브이로그를 시청하는 수용자로 하여금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최
근 우리나라에서 브이로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아프리카 TV’에서의 
1인 방송의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부터 이다. 1인 방송은 가장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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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인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먹방’ 콘텐츠로 시작해 그 영
향력이 확대되었다(김범준, 2016). 1인 방송은 브이로그로도 불리며 현재 
먹방을 비롯해 뷰티, 패션, 여행 등 다양한 일상적인 브이로그 콘텐츠들이 
존재한다. 또한 브이로그는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집 안, 방 안 등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영상이 촬영된다. 브이로거는 친숙한 공간에서 다양
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낌없이 푼다. 뷰티 브이로그에서 브
이로거는 자신의 민낯을 과감하게 공개하기도 한다. 브이로거들은 가장 친
숙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간다.
  마지막으로 브이로그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특화된 콘텐츠이다. 이는 비
디오 콘텐츠라는 매체적인 특성에 의해 형성된 내용적인 특성으로, 블로그
와 브이로그의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블로그는 상품에 대한 다각도에서
의 사진이나 텍스트로 풀은 리뷰, 착용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브이로그
에서는 착용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등 과정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최근 
뷰티 제품을 다루는 브이로그에서는 제품의 지속력을 알아보기 위해 립 
제품을 바른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후 제품의 발색이 얼마나 오래 지속 
되는지 실험해보는 콘텐츠가 있다. 사진이나 텍스트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과정을 비디오를 통해 한 번에 보여주
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흥미를 끌기도 한다. 
  오늘날 브이로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콘텐츠라는 매체적
인 특성과,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내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
정을 보여주는 데 특화된 콘텐츠라는 특징도 있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브이로그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과를 기록하는 콘텐츠부터 여행에서의 
에피소드, 먹방(문영은 외., 2017), 패션, 뷰티가 주로 다뤄지고 있다. 이
들은 결과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콘텐츠로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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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튜브

  유튜브는 브이로그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며 전 세계에서 가
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및 
UGC(User Generated Contents) 플랫폼이다. 조사에 따르면 매월 19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유튜브를 방문하고 있으며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동
영상이 시청되고 있다. 또한 100만 명이 넘는 제작자들이 1분마다 400시
간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김나랑, 2018). 이들 중에는 방
송사나 프로덕션 등 전문적인 제작자가 있는 반면, 개인이나 작은 집단으
로 이루어진 1인 동영상 미디어 제작자들도 다수 존재한다(고문정 & 윤석
민, 2016). 2018년을 기준으로 유튜브는 총 91개 국가에서 80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튜브 프레스룸 시청자료).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타인과 공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발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 1인 미디어를 활성
화 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특히, 유튜브
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광고 매출을 공유
하였는데 그 중에는 1인 동영상 미디어 제작자들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1인 동영상 미디어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욱 다양
한 1인 동영상 미디어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활성화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유는 1
인 동영상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이슈인 원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콘텐츠가 전문적인 정보 추구 매체이기보다는 오락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
문이다(한국방송토인전파진흥원, 2014). 유튜브 내 콘텐츠는 텔레비전 프
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10대에서 20대의 인기를 
얻고 있다(신영훈 외., 2013). 뿐만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기기와 네트
워크가 다양해지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
기와 방식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튜브는 시청자와 제작자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의 느낌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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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콘텐츠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제작자와 시
청자가 소통하거나, 이미 제작된 콘텐츠 외에도 실시간 라이브(live)기능 
즉, 스트리밍(streaming)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올린 댓글에 제작
자가 반응하기도 하면서 소통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반옥순 & 박주연, 
2016).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1인 동영상 미디어에 자신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유튜브는 개인이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 브이로그가 활발히 소
비되는 가장 큰 플랫폼이며, 다양한 제작자와 다양한 시청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한계가 없고 검색 엔진을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게시물을 능동적으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검색 기능으로 인해 시청자의 관심 분야와 연결된 콘텐츠가 추천되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상위 100개의 게시물 중 과반수가 
공식 기업에서 업로드된 동영상이 아닌 1인 동영상 콘텐츠이며 이는 게
임, 요리, 뷰티, 먹방 등 일상적인 소재로 제작된 브이로그로 불린다. 

제 2 절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본 절에서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1인 동영상 미디어인 브이로그 콘텐
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션 및 뷰티 관련 브이로그에 대해 고
찰한다. 최근 패션 및 뷰티 관련 브이로그의 시장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
에 따라 영상 속에서 같은 제품을 소개하더라도 다양한 콘텐츠 전개 방식
을 통해 각기 다른 콘텐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패션 및 뷰티 산업에, 또한 이 영
상이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의 종류 및 특성
 
  브이로그 콘텐츠 중 ‘먹방’과 ‘게임 방송’을 포함해 가장 많은 영역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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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뷰티’와 ‘패션’에 관한 콘텐츠이다(이소희, 
2018). 때문에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뷰티와 패션 산업에 상업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브이로거,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 그리고 이를 활용한 리테일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업적 의의를 밝힌 Skyes(2014)의 연구와 브이로거와 시청자의 관계에 
집중해 이러한 관계가 구매욕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주링즈(2017), 최우
진(201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모두 브이로거, 시청자, 산업 종사
자의 입장을 골고루 고찰한 점에서 뜻 깊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도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콘텐츠를 더욱 세분화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패션 및 뷰티 관련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겟 레디 위드 미’, 
‘튜토리얼’, ‘첫 인상 리뷰’, ‘페이보릿’ 등 다양한 제목의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뷰티나 패션 브이로그들은 해당 관련 제품을 중점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또는 다루느냐에 따라 서
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와 관
련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는 ‘겟 레디 위드 미’이다. 이는 말 
그대로 ‘함께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브이로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준비 하는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이다(구현모, 2018). 브이로거가 외출을 
위해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채로 등장해 기초 스킨 관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모
든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 중 메이크업 단계가 비디오에서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한다. 또한 비디오 중간 중간 패션 및 뷰티와는 관계없는 개인적
인 이야기를 한다. 시청자들은 이 콘텐츠를 시간을 내어 접한다기 보다는 
약속에 나가기 위해 준비 할 때 시청하는 경향이 있는데 브이로거의 개인
적인 이야기와 준비 과정은 시청자로 하여금 친구와 함께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음으로 ‘튜토리얼2)’은 ‘사용 지침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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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튜토리얼 영상이란 다양한 분야의 제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다
(Wikimedia). 즉, 브이로거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비디오로 이뤄진 사
용 설명서를 뜻한다. 특히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에서 자주 보이는 콘텐츠
로, 뷰티와 관련된 튜토리얼은 메이크업을 하는 도중에 브이로거가 사용하
는 제품에 대해 사용법이나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이다(전영선, 
2018). 패션 브이로그에서 튜토리얼 콘텐츠는 대부분 게시물의 제목에 
‘DIY’가 붙으며 패션 제품을 리폼하거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착용하는 
사용법을 알려주는 성격을 띤다. 또 다른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콘텐츠로 
많이 보이는 것이 ‘첫인상 리뷰’이다. 이는 말 그대로 제품을 받거나 구매
한 뒤 첫 느낌을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이 콘텐츠는 해당 제품의 제품으로
서의 성질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포장 상태, 특히 뷰티 브이로
그에서는 제품을 담고 있는 용기에 대한 첫 느낌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콘텐츠 중에서 많은 브이로거들이 자신이 직접 사
용해보고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보릿’ 콘텐츠가 있다. 페이보릿은 대부분 게시물 제목에 월(month)이 
붙으며 이는 한 달 동안 브이로거가 직접 사용한 뒤 제작한 콘텐츠로 시
청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준다(반지현, 2016). 또한 페이보릿 콘텐츠를 통
해 브이로거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나 자신이 직접 사용해보
았을 때 추천할 만한 의외의 제품들이 많이 다뤄진다. 반면 페이보릿과 반
대로 브이로거가 사용해본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을 소개하는 콘
텐츠가 있는데, 여기서 브이로거는 대중적으로 매우 유명해 직접 사용해보
니 기대 이하였던 제품들을 여과없이 소개한다. 이 콘텐츠는 브이로거의 
진정성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시청자나 구독자는 더 강한 신뢰감과 
브이로거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
  패션 및 뷰티와 관련된 브이로그와 이러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일반인이 직접 사용해보고 

2) 튜토리얼 영상은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으로 알려져있지만, 뷰티 튜토리얼 영상은 대
부분 하나의 컨셉을 정하고 해당 컨셉에 맞는 메이크업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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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점과, 꾸미지 않은 모습도 과감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가 시간, 공간의 제약이
나 금전적인 제약으로 성취하지 못했던 부분을 나와 비슷한 브이로거가 
대신 채워줬다는 점에서 대리만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
이 크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이처럼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다뤄지는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보다 시청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콘텐
츠도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2. 패션 및 뷰티 브이로거의 특성 

  브이로그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브이
로거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패션 브이로거들은 각자의 감각을 최
대한 살려 개성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시청자들을 끌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스타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Ohanian(1990)
은 매력성, 전문성, 신뢰성으로 나누었고, 패션 및 뷰티브이로거의 속성을 
연구한 최우진(2018) 역시 이를 기준으로 브이로거 속성에 따른 시청자의 
구매 행동을 연구한 바 있다.  
  김유민(2016)은 인기 크리에이터의 개성이 이용자와 상품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했는데, 이용자로부터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창의성, 신뢰성, 친
근함으로 도출했다. 그 중에서도 이용자들은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크리에이터에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
송’을 제작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제작물을 
통해 이용자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의성과 친근함이었
다. 신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찾지 못해 이용자의 행동에까지는 크
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뷰티 유튜버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제안한 주링즈(2017)는 김유민
(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뷰티 유튜버의 특성을 객관성, 전문성, 전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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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친숙성, 생동감, 독창성으로 유형화하였다. 뷰티 유튜버는 뷰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지식보다
는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이고 객관적
인 지식을 시청자에게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전달 능
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유튜버는 뷰티 제품을 소개할 
때 실제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밀접함을 느끼게 하며, 
동영상을 통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생동감을 일으킨다고 언급
했다. 그리고 앞서 김유민(2016)의 연구를 토대로 유튜버의 이전에 보여주
지 못한 창의적인 능력 즉, 독창성이 중요한 요소라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및 뷰티 브이로거의 속성을 매력성, 친
숙성, 전문성, 신뢰성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매력성
은 신체적 매력성과 심리적 매력성으로 나뉘는데(Erdogan 외., 2001), 신
체적 매력성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얼굴과 날씬한 몸이라 정의된다. 심리적 
매력성은 직접 눈으로 관찰되어지지 않는 의사소통방식, 정서 및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최현아 & 정주혁, 2014). 나정기 외(2005)에 의하면 정보 
수용과 관련해서 수용자들이 정보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그들의 
매력성 작용 여부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로 친숙성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수용자에게 있어 얼마나 
낯이 익은가를 의미한다(차배근, 2003). 특히 친숙성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원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인간관계나 커뮤니
케이션을 촉진하여 설득력을 높여준다. 
  세 번째로 전문성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 대
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객관적 정보이다. 또한 전문성은 수용자가 인식하는 
것으로, 수용자 입장에서 정보원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올바른 답이나 판단
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재휘 외, 2006). 
Ohanian(1990)의 연구에 따르면 광고 모델의 매력성과 신뢰성을 제외한 
전문성만이 수용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원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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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신뢰성은 수용자가 정보원의 의도를 의지하는 정도로, 신뢰
성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정보원이 정직하고 진실되다고 지각될 때 나타난
다(Hovland 외, 1953). 또한 신뢰성은 정보원이 반복적이고 일관성있는 
결과를 도출 했을 때 축적되는 것으로(Hayes, 2005), 정보원의 경험 횟수
에 따라 그 정도가 수용자에게 강하게 지각된다. 
  최근 패션 및 뷰티 관련 브이로그 시장이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콘
텐츠 제작에 나섰으며, 자신만의 매력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패션 및 뷰티 브이로거의 매력성은 시청자를 우선적으로 모
집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는 누구나 쉽
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
문에 시청자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다가간다. 이는 
패션 및 뷰티 브이로거의 영향력이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스타와는 
다른 친숙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동시에 그들이 보여주는 콘텐츠가 
뷰티나 패션과 같이 구체적이기에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뢰할만한 지식 
역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이로그 시장의 규모가 학대됨에 따라 
패션 및 뷰티와 관련된 브이로그가 우후죽순으로 생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들과 구별되며 이전에 없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브이로거가 자신의 재
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제 3 절 명품 하울 콘텐츠

  본 절에서는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콘텐츠 중 브이로거가 직접 구매한 
여러 개의 제품을 소개하는 하울에 대해 이해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
가 되고 있는 명품 하울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명품뿐 아니라 다양한 제
품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와의 차이를 통해 하울의 개념을 정리하고, 여
타 패션 및 뷰티 하울과의 비교를 통해 명품 하울 콘텐츠만의 특수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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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울의 개념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타인의 소비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에 관심을 가
져왔다(Mitch, 2013). 이와 관련해 가장 시초가 되는 콘텐츠는 포장된 제
품을 풀어보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언박싱’이며, 최근에는 여러 개의 제품
을 한 영상에서 소개하는 ‘하울’이 후발주자로 그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하울과 언박싱을 비교한 Jacob(2018)에 의하면 그 콘텐츠는 영상에서 다
루고 있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구별된다. 하울 영상에서 패션 제품과 관련
된 영상의 비중이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반면, 전자제품과 관련된 영상
은 1%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반대로 언박싱 영상에서는 전자제품이 차지
하는 비중이 45%인 것에 비해, 패션 및 뷰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 
밖에 도달하지 못했다.

  1) 하울(Haul Video)

  하울(haul)의 본래 뜻은 ‘세게 끌어당기다’로, 하울 영상은 여러 매장이
나 한 매장에서 많은 제품들을 쓸어 담아와 소개하는 영상, 또는 시청자들
의 시선을 세게 끌어들이는 영상이라 정의된다(박진아, 2018). 하울 영상3)

의 내용은 영상을 제작하는 브이로거가 최근 구매한 제품들을 진열해놓고 
포장된 상태에서 하나씩 풀어보며 첫 인상, 가격,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격식 없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2007
년부터 업로드 되어 2010년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제프리 스타(Jeffree 
star)를 통해 인기를 얻었으며(박진아, 2018), 2010년 말에 이르러서는 유
튜브에만 25만개에 이르는 하울이 업로드 되었다(Tanaka, 2010). 하울 
영상은 대부분 패션 제품이나 뷰티 제품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Jacob, 2018). 브이로거가 제품을 구매한 장소, 제품의 브랜드, 제품의 

3) 하울 영상은 브이로거가 구매한 여러 개의 제품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생
활용품부터 패션 및 뷰티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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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다양한 하울 콘텐츠(유튜브)

왼쪽부터 Zoella, Haschak Sisters, This Is How We Binggam

종류에 따라 게시물이 이름이 붙여지며 젊은 성인의 여성들이 이 콘텐츠
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브
이로거들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울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
들의 쇼핑 습관이다(Romano, 2010).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쇼핑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하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필한
다. 최근 몇 년 사이 하울 영상은 유튜브의 개인 브이로그 콘텐츠 중 필수
적인 콘테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현재는 패션이나 뷰티 제품을 넘어 생활
용품이나 필기구, 나아가 대형 마트 제품과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구매 가
능한 모든 제품들을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다(그림 1). 

  2) 언박싱(Unboxing Video)

  언박싱4)은 영상의 제작자가 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소개하는 영상에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붙여졌다. 언박싱은 2006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인기
를 얻기 시작했으며, 이 영상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

4) 언박싱이란 온라인상에서 하이 테크(high tech)의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포장
된 상태에서 제품을 풀어보고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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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다양한 언박싱 콘텐츠(유튜브)

왼쪽부터 Technical Guruji, ITSub잇섭

이 포장된 상태에서 포장지를 뜯고, 패키징에 구성부터 제품의 구성, 제품
이 작동하는 모습까지 손수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해준다(Mitch, 
2010). 시간이 지나면서 언박싱 영상은 단순히 제품 후기를 보여주는 영
상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띠며 제품 광고 못지않은 편집 효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언박싱은 최근에도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심지어 가전제품과 같은 전자기기와 피규어나 레고와 같은 장난감을 주된 
내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에 의해 시청되고 있다(그림 2). 

  하지만 언박싱은 하울처럼 하나의 게시물 안에 다양한 제품을 다루지는 
않는다. 전자제품 언박싱의 경우 한 가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분석
하고 리뷰하거나 이전 버전의 제품과 최신 버전의 제품을 비교하여 조금 
더 해당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제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다. 전자제품의 언박싱이 하울과 달리 많은 제품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전자제품의 경우 뷰티 제품이나 패션 제품처럼 한 아이템을 여러 개 구매
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울은 브이로거로 하여금 자신이 구매한 제품뿐 아니라 자신의 소비에 
대한 전문성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은 타인의 소비를 시청함으로써 정보나 
즐거움을 얻는다. 하울은 온라인 상에서 인기를 얻은 전자제품 언박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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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지만, 언박싱과 달리 한 게시물 안에 여러 개의 제품을 다루고 있
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하울에서는 패션 제품이나 뷰
티 제품과 같이 하나의 아이템이어도 디자인, 성능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
로 분류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패션 및 뷰티 관련 
제품을 넘어 생활용품, 필기구, 대형 마트 하울과 같이 그 내용이 다양해
짐을 볼 수 있다. 

2. 명품 하울의 개념 및 특성

  1) 명품 하울의 개념

  명품 하울은 영상을 제작하는 브이로거가 고가의 명품을 여러 개 구매
한 뒤 제품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풀어보며 소개하는 영상이
다. 명품 하울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들을 내용
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기타 패션 
및 뷰티 하울 콘텐츠에 비해 과시성이 짙은 콘텐츠이다.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을 뜻한다(최항섭, 2003). 
하지만 명품은 또 다른 의미로 사치품처럼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
으로 명품의 정의는 고가격(high price), 고품질(high quality), 권위
(prestige)의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Dubois & Czellar, 1999;임지훈 외, 
2006). Douglas와 Isherwood(1978)는 명품을 고가이며 상류층의 취향을 
가진 제품이라고 정의했고, Grossman과 Shapiro(1988)는 명품을 전통적
으로 특정 브랜드 제품의 사용으로 소유자가 위신을 얻게 되는 제품이라 
정의했다. 또한 이령경 외(2010)는 브랜드에 초점을 두고 명품은 외제 상
품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명품에 대한 정의는 제품 중심적으
로, 브랜드 중심적으로, 또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식으로서 그 개념
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품이 사람들로부터 소비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일치의 욕구’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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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최항섭, 2003). 계층이론에서 설명하는 준거집단이론에 의하면 중
류층은 자신이 속해 있는 중류층을 염두에 두고 인식과 행위를 해야 하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여기기보다 
소수의 상류층을 그들의 준거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의 자
신의 현실과 준거집단 사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고 행동하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와 행동을 통해 그들은 준거집단에 자신들이 일치
하게 된다고 느끼게 된다(이승희 외, 2003). 명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로 ‘브랜드 동일시’를 들 수 있다. 동일시란 특정 조직, 집단에 
대하여 개인이 강한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일치
의 욕구와 유사하지만 여기서 브랜드 동일시란 명품 브랜드가 가지고 있
는 브랜드의 정체성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명
품 브랜드가 지닌 오랜 전통성과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그리고 그들
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브랜드의 정체성에
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이창원 & 이상환, 2013). 세 번째로 명품을 소비하
는 이유는 ‘과시의 욕구’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타인
들과 구별 지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과시적 소
비를 한다(김연지 & 정순희, 2014). Veblen(1899)에 의하면 과시적 소비
란 효용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규모의 재화 및 용역을 소비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즉,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명품을 소비한다. 이 외에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에
는 명품의 미적 가치 및 효용적 가치를 높이 사기 때문인 점도 있다(최항
섭, 2003).  
  이와 같은 명품을 여러 개 소개하는 명품 하울은 2016년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Jeffree Star에 의해 처음 제작되었다(박진아, 2018). 그는 고가
의 명품 브랜드인 Gucci의 가방, 클러치, 운동화, 부츠, 선글라스, 블라우
스의 패션 제품과 블러셔, 립스틱과 같은 뷰티 제품, 총 11개의 제품을 소
개하였다. 당시 시청자들은 영상을 제작한 Jeffree Star와 어울리는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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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국내에서 명품 하울을 제작하는 대표적 브이로거(유튜브)

왼쪽부터 LENA, 한별Hanbyul, 청담언니 치유cheeu

있는 디자인의 제품들을 보면서 구매욕이 증가하기보다는 단순히 오락성
이 짙은 콘텐츠로 이를 바라보았다. 국내에서 명품 하울은 2017년 패션 
브이로거 ‘레나(LENA)’에 의해 처음 제작되었다(박민정, 2017). 레나의 명
품 하울 영상은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그 후로 불과 1년 사
이에 국내에서 많은 패션 브이로거들 사이에서 명품 하울이 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패션 브이로거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명품 하울을 제작해야하
는 꼴이 되었다. 국내 패션 브이로거 중 명품 하울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
는 패션 브이로거는 ‘레나’, ‘한별(Hanbyul)’, ‘청담언니 치유(Cheeu)’가 
대표적이다(오수진, 2018)(그림 3).  

  단순히 오락적 콘텐츠로 제작되었던 명품 하울은 최근 2년 사이에 그 
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명품 하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속출되기 
시작했다(서창완, 2018). 시청자로 하여금 타인의 소비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하여 상대적 박탈감
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오수진, 2018). 하지만 개인 미디어가 그
렇듯 콘텐츠가 심의 규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제재할 수 없으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반인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또
한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명품 하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만큼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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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기 때문에(이가희, 2017), 당분간 명품 
하울 콘텐츠가 제작됨에 있어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명품 하울의 특성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하울 영상 중 패션 및 뷰티 제품을 소
개하고 있는 하울 영상은 69%에 해당한다(Jacob, 2018). 패션 및 뷰티 제
품이 하울을 통해 많이 소개되는 이유는 한 아이템 내에서도 다양한 디자
인 및 성능의 제품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각각이 다른 의미로 쓰임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하울 영상에서 소개되는 브
랜드 중 패션 및 뷰티 관련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한다
(Jacob, 2018). 여기에는 Zara, Shein, H&M 등 중저가의 브랜드들이 많
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 명품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하울의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며, 이는 그 영향력이 여타 패션 및 뷰티 하울 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품 하울은 보통의 패션 및 뷰티 하울 영상에 비해 브이로거의 소비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된다. 하울 영상의 큰 특징은 브이로거가 자신의 
구매에 합리적인 타당성을 더한다는 것인데(Romano, 2010), 이러한 점은 
특히 명품 하울에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게시물에서 다뤄지는 제품의 
브랜드 자체가 고가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이로거는 제품의 정상 가격보
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세일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합리성을 강조한다. 명품 하울 중 여행이라는 테마와 
함께 영상이 자주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행지에서 명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품 하울을 통해 브이로거는 자신의 소비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그 이전에 명품 하울은 단순히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오락 콘텐
츠이기도 하다(서창완, 2018). 명품 하울은 영상 내에서 다뤄지는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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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실제 구매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
다. 이와 같은 면이 실질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밝혀진 타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콘텐츠와(최우진, 2018; 주링즈, 2017)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명품 하울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명품 하울을 시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브이로거들은 시청자들
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명품 하울을 제작함에 있어 오히려 더 자극적
인 요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명품 하울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제목에 영
상에서 다뤄지는 제품들의 총 금액을 언급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고액의 
가격은 시청자를 자극하고 화제성을 불러 영상의 조회수를 높이게 된다(김
소영, 201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명품 하울은 먼저 고가의 제품을 다룬다는 점
에서 하이테크의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언박싱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하나
의 제품에 집중하는 언박싱 영상과 달리 영상 내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제
품을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패션 및 뷰티 하울 콘텐츠에 속함과 
동시에 다수의 패션 및 뷰티 하울과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브이로거의 소
비에 대한 전문성이 짙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콘텐츠 자체는 오락성을 더
욱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보았을 때, 명품 하울은 일반적인 
하울 콘텐츠에 비해 과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의 전자제품을 소
개하는 언박싱 영상이나 중저가의 브랜드 제품을 여러 개 소개하는 기존
의 패션 및 뷰티 하울은 시청자가 필요를 감지하고 찾아보는 경우가 많지
만, 이에 비해 명품 하울은 실제 명품 구매를 위해 시청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따라서 명품 하울은 브이로거가 자신의 소비에 대한 전문성, 자신
이 구매한 제품들을 과시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때문에 이에 노출된 시청
자들은 브이로거의 명품 소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심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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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시청자의 특성

  본 절에서는 최근 소셜 미디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수용자의 능동적인 수용 태도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의 미
디어 이용자들은 과거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
신의 기준을 통해 정보를 분별하여 받아들인다. 본 절에서는 현대의 미디
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와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모습, 
그리고 현대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까지 살
펴보고자 한다. 

1. 능동적 수용자

  미디어 수용자란 미디어 소비자이자 이용자이다. 과거의 수용자는 수동
적이었지만,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오늘날의 수용자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고 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해 미디어 내용을 바꾸
거나 심지어는 완성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 이전의 수용자(audience)란 본래 연극이
나 음악 같은 공연 예술에서 나온 것으로, 청중이나 관중을 의미했다(임종
수, 2010). 이후 독자, 관객, 청취자, 시청자, 가입자 등이라는 말이 생겨
났고, 최근에는 뉴미디어 이용자, 그리고 미디어 내용을 생산하면서 동시
에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프로슈머(prosumer)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최영
묵, 2009).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 환경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누구나 미디어의 내용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디어 수용자 개념은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 미디어 이전의 과거 미디어의 수용자는 미디어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으로 개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Power, Kubey, & Kiousis, 2002). Gerbner 외(1994)의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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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수용자들은 텔레비전 세계
에서 제시하는 현실을 획일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아가 미디어의 수동적인 수용자들을 연구한 Noelle-Neumann(1984)는 이
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여론의 향방에 관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을 판
단하고 이에 동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소수
의 의견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경우 수용자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게 된다고 했다(Noelle, 1984). 이처럼 과거 매스미디어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미디어 수용자는 수동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지 않다. 
Lowery와 De Fleur(1995)은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별적 효과이론을 제기했
으며, 선별적 효과이론 중 하나인 미디어 이용과 충족 모형에서 수용자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미디어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처리하는 
사람이다(Levy & Windahl, 1984). 또한 문화연구 전통의 비판적 수용자
에 관한 연구자들은 수용자를 미디어 메시지 내용의 선호적인 의미
(preferred meanings)에 저항하는 주체로 간주한다(Ettema & Whitney, 
1994). 나아가 능동적 수용자 연구는 민속지학적(enthrography) 방법은 
미디어의 선호적인 의미에 대해 수용자가 어떤 식으로 저항적인 해독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Brown, 1994).
  기존 수용자 연구자들은 수용자의 성격과 무관하게 송신자와 수용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 했지만 현재 미디어를 이해함에 있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인터넷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수용자는 메시지의 적극적 이용자인 동시에 창조자이며, 미디어와 메시지
를 스스로 선택해 이용한다. 이러한 적극적 이용자로서의 수용자는 컴퓨터
의 생활화와 무선 인터넷, 스마트 폰 발전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최
영묵, 2009).
  최근 미디어는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생산
자와 수용자간의 직선적인 관계가 허물어져있다. 특히 생산자가 곧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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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관계 간의 양방향적인 소통이 이뤄지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의 미디어 환경은 미디어 수용자를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수
용자로 이해하게끔 한다. 미디어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획일적
인 수용이 아닌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메시지를 찾고 선별하여 수용하며, 
이들은 동시에 미디어를 생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
하는 미디어 이용자들뿐 아니라 이를 접하고 수용하는 시청자들 역시 오
늘날 미디어의 능동적인 수용자라 볼 수 있다. 

2. 관계 맺기

  최근 SNS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속에서도 영
향력을 갖는 개인이 등장하고 이들은 말 그래도 인플루언서(Influencer) 
및 마이크로셀러브리티(micro celebrity)와 같은 이름으로 자신의 의견이
나 생각, 감정 등을 피력하고 있다(김우빈, 2017; Khamis & Ang, 2017). 
이들은 유튜브, Twitter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워왔으며, 국내·외적으로 
유튜브 내에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거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브이로거들이 많다. 유튜브는 개인 계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동영
상 중심의 개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누구나 동영상을 제작해 업로드 할 수 
있다. 유튜브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소한 규모의 개인 미디어라 말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및 마이크로셀러브리티들이 출
현했으며, 현재 이들은 자신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과 스타와 팬의 
관계와 비슷하면서도 보다 활발한 소통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관련된 것을 뜻한다. 여기에
는 가족과 같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으며, 살
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혹은 인위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관계 맺기라 볼 수 



- 43 -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의 관계 맺기를 형성하고 있다. 
친구나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신체 접촉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가 있으
며, 스타와 팬, 사이버 친구 등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은 채 맺는 관계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Katz 외, 2001). 
  관계 맺기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뜻한다. 
명확하게 정리하면, 관계 맺기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상
호호환적인 지식을 공유하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Simmel, 
1950). Burgoon과 Hale(1987)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관계 맺
기라 말했다. 즉, 소통이 이루어질 때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다. 관계 맺
기란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 의견,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며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동 가능한 통신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소셜 공간 내에서의 관계 맺기의 모습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래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주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내에서 형성되
었으며, 우편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전화
의 발명으로 관계 맺기에 있어 시간의 제약이 감소했으며, 현재 통신 기술
이 혁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 사이의 의견 및 생각, 감정을 공유하는 
소통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
라인 내에서의 사람들 간의 소통은 더욱 경제적이고 편리해졌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관계 맺기의 모습이 형성되었다(Davis, 2001). 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통신 기기들을 개인은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사람 사이
의 사회적인 관계의 형성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했다.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중요 수단
이 되고 있어 사람들의 중요한 개인적, 사회적 활동 중의 하나인 관계 맺
기 또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에서의 관계 맺기와 온라인에서의 관계 맺기의 차이점은 온라인에서의 관
계는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온라인 내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



- 44 -

정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한 소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내의 소통을 언어의 형태와 관련지어 연구한 선행 연구들이 많다(Parks & 
Floyd, 1996; Dubrovsky, 1991). 또한 온라인에서의 자기 노출은 자연스
럽게 노출되는 모습이 아닌, 인위적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과 다
른데, 자신을 노출하는 유형에 따라 온라인 내에서의 관계 맺기를 정리한 
연구들도 존재한다(박성복 & 황하성, 2007; 배영, 2005). 온라인에서의 소
통 방식이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Barnes, 2002).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공간은 개인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장
덕진 & 배영,2004). 하지만 이의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은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 속에서 ‘관계’가 쉽게 형성되지는 않았다. 홈페이
지 방문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쉽게 떠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열풍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했다. 이 후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형
태의 사이버 공간이 형성되었는데,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제한적이나마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공유
하였다. 댓글은 내용 측면에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평가, 비판적 시각 
및 해석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과, 기능 측면에서 여론의 흐
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정일권 & 김영석, 
2006). 즉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미디어 게시물 제작자와 이용
자, 두 집단에게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한다.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보다 조금 더 자기중심적(ego-centric) 관계를 보
강한 형태의 관계 플랫폼인 ‘블로그’가 등장하게 되었다. 블로그의 등장은 
자기의 의견을 제약 없이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교류 및 
공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였다. 이를 기반으로 쉬
운 조작법, 경제성을 고려해 개인 미디어가 크게 발전하고 SNS가 등장하
게 되었다. SNS를 통해서 개인들은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과 같은 다른 사
용자의 공간을 드나들며 관계를 형성한다.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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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 콘텐츠를 생산 및 공유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활발히 지속했을 때, 
앞서 언급한 타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용자가 등장하게 되며,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유튜브에서 브이로거가 시청자와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영상 속에서 
자신의 영상을 시청할 시청자들을 언급하거나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
는 것이다. 이에 시청자들은 댓글이라는 시스템으로 답변을 하거나 브이로
거에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또한 댓글처럼 언어적으로 자신을 피력하
지는 않지만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공감 또는 선호 여부를 표현할 수 있
는 아이콘을 통해 작게나마 의견을 드러낸다. 여기에 브이로거들은 또 다
시 답글 형식의 댓글을 달아주거나 시청자들이 작성한 댓글에 ‘좋아요’나 
‘싫어요’의 아이콘을 이용해 소통을 한다. 유튜브 내에서는 브이로거와 시
청자 사이의 관계 맺기 뿐 아니라 시청자와 시청자 사이의 관계도 형성되
는데 이는 시청자 개인과 게시물의 제작자인 브이로거만이 인식할 수 있
는 ‘비밀 댓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브이로거와 시청자들 사이에서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이후 콘텐츠가 영향을 받아 제작되는 일이 반복되다보면, 브이로거와 시청
자 사이에는 단단한 관계 맺기가 형성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진정
성을 기반으로 개인 영상 미디어를 제작하는 동시에 많은 시청자로 하여
금 시청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브이로거와 시청자의 관계는 친밀감이나 유
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평범하지 않은 스타와 그들을 따르는 팬 사이의 관
계와 같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심리적 경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김형곤, 
2015).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까이, 더 빨리 연결해 주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Luskin(2003)은 모든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발현되며,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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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다.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은영(2010)은 미디어를 통한 미디어 수용자의 태도를 크게 소통과 즐
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소통’은 대체로 타인 지향적 정서에 기반
을 둔다. 감정 이입(empathy), 동일시(identification), 유사 사회적 상호 
작용(parasocial interaction)과 같은 심리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타인에 대해 몰입하게 하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게 된다.
  다음으로 ‘즐김’은 미디어 이용자가 오락 콘텐츠를 즐기는 것으로, 즐김
의 심리는 대체로 자기 지향적 정서에 기반을 둔다. 사람들은 쉬고 싶을 
때, 즐겁고 싶을 때, 짜릿함을 느끼고 싶을 대 각각 사람들이 찾는 미디어
의 내용과 수단이 다르다. 이러한 과정, 즉 사람들이 미디어의 내용과 그
것을 즐길 수단을 찾고 즐기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일부러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이면서 평화로운 정서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미디어 이용을 추구한다(나은영, 2010). 
  특히 최근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동영상 미디어 콘텐츠, 브이로
그에서도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즐김’의 심리적 특징이 뚜
렷하게 드러난다. 김채환(2008)에 의하면 UCC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오락 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는 Hanson 외(2011)의 유뷰브 이용자에 관한 조사에서도 같게 나타났고 
즉, 브이로그 콘텐츠를 시청하는 미디어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댓
글이라는 기능을 통해 해당 미디어의 이용자들은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 또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기도 한다. 소통이 활발
해질수록 미디어 이용자들 간의 연결이 강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의 공
동체를 만들게 된다. 나은영(2010)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통하고 즐기기 위
해 미디어를 이용하고 미디어에 노출되며 미디어를 수용함에 따라 미디어 
속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및 몰입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 하지
만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는 이용자로 하여금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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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양혜승, 2015).

  1) 대리만족

  대리만족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다(이호룡, 2004). 대리만족은 정신분석학
적 이론과 사회학습이론 두 분야에서 설명 가능하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
서 대리만족은 앞서 이야기한 ‘동일시(identification)’의 연장선상에 있다. 
프로이드(Freud, 1917)는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억압되면 불안감을 느끼
고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자기방어기제(defense mechanism)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Freud는 자기
방어기제로 동일시, 환상, 백일몽 등을 제시했다. 그 중 동일시는 다른 인
물 자체나 그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억압된 욕구를 충족시키
고, 그렇게 욕구를 충족한 개인은 불안과 긴장을 떨쳐 결국 자신을 보호하
는 결과를 얻는다.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동일시뿐만 아니라 환상과 백일몽을 통해서도 
대리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환상이나 백일몽은 원하지 않는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쳐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실제로는 달성하지 못한 자신의 목표를 이뤄낸 것처럼 상상적으로 
경험하고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연예
인에 대한 팬픽과 팬아트 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호룡
(2004)은 인기 연예인을 자신의 생각대로 조종함으로써 내재화된 환상을 
실현해 대리만족을 얻는 활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Bandura(1977)가 주장한 사회학습이론(사회인지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은 개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행
동은 그렇지 않은지 학습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
기 때문에 대리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즉 개인이 직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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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지 않고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대리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찰의 대상이 어
떠한 종류의 보상을 받는가이다. 대상이 처벌이나 비난 등 부정적 보상을 
받을 때 학습자는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
우고 동시에 대상이 받는 부정적인 보상을 함께 경험한다. 반대로 대상이 
칭찬이나 표창과 같은 긍정적인 보상을 받을 때 학습자는 그 행동을 모방
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며 또한 자기 자신이 모델의 칭찬을 받는 경험을 
함께 한다. 이런 사회학습의 효과는 개인이 느끼기에 관찰의 대상과 자신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ndura, 1994). 
  미디어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시대에 비해 기술적으로 발전한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이용자가 생산자가 되어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늘어났다. 정동훈(2004)은 이를 
토대로 ‘아바타’라는 개념을 끌어와 현대 사회 속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이뤄지는 대리만족을 설명했다. 채팅이나 온라인게임에서 주로 쓰인 아바
타는 활자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감 넘
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옷이나 장식물 등 을 구매해줌으로써 실제 
세계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불완전한 욕구를 아바타를 통해 충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리만족을 느낀다(정동훈, 2004). 
  한편 드라마 시청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에 대해 연구들은 수용자에 
따라 대리만족이 동일시와 분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형적인 신
데렐라 스토리 드라마를 시청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연구를 진행
한 조항제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30-40대 여성 시청자는 여자 주인공
을 통한 대리 만족을 표현하면서도 드라마 캐릭터에 대한 직접적 동일시
보다는 부모의 시각을 견지하면서 드라마를 감상하고, 반면에 20대 여성 
수용자들은 대리만족보다는 극중의 캐릭터와의 직접적으로 동일시를 느껴 
드라마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이들이 느끼는 대리만족은 신데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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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신분상승과 안정된 생활, 결혼 등 이 아니라 남녀 관계의 로맨스 자
체에 집중된다고 말했다. 또한 판타지드라마 시청자를 분석한 김흥규와 오
세정(2009)은 대리만족의 차원을 판단적(Judgmental)인 것과 대항적
(Reversed)인 것으로 구분했다. 판단적 대리만족(Judgmental vicarious 
satisfaction)은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는 하지만 어떤 현상
에 대한 편견, 개인적 선입견이 크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려
는 성향을 갖고 시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항적 대리만족(Reversed 
vicarious satisfaction)은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교감
을 중요시하며 부와 권력에 대항하는 심리를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
구에서는 여타 심리적 만족 요인이 수동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것과 다르게 대항적 대리만족은 미디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투영하고 부정적 결과(저항, 반격 등)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통해 얻는 대리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비하
며, 그 중에도 드라마와 같은 허구적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대에
는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SNS 속 나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인지도
가 높아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리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패션 
및 뷰티와 관련된 브이로거들이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성장하면서 그들
의 구매 행동이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은 Stouffer(Samuel A. Stouffer)와 미국사회과학연구단
체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연구를 통해 최초로 언급
되었다(김혜민, 2018).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대상과의 비
교를 통해 개인의 만족 지수를 결정하는데, 이 때 만족감이 낮을수록 상대
적 박탈감을 느낀다(Stouffer 외, 1949).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의 핵심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주관적인 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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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이론에 따르
면 모든 인간에게서는 자신의 의견, 능력, 상황을 평가하고자 하는 근본적 
욕구가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자신에 대한 평가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는 크게 자신보다 열
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비교(downward comparison)와 자신보다 우
월한 사람과의 비교를 뜻하는 상향비교(upward comparison)로 나뉜다.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비교이론은 타인과 비교한다는 점과 그러한 비교
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구체적으로 분류했
을 때 비교 과정 속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
한다. 상향비교는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느
끼는 타인에 대한 질투, 부러움, 시기심과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다
(권석만, 2012). 상향비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인식에 해당한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은 이런 인식에서 더 나아가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다(Smith 외, 2012: Yang 외, 2008). 상향비교 인식을 통해 상대적 박탈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양혜승(2015)에 따르면 단순한 텔레비전 이용 
정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드라마 속 주인공의 특성에 따라 상향비교로 
인한 감정적 반응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열심히 노력
해서 성공을 거두는 경우보다 노력 없이 성공을 거두는 경우와 등장인물
이 중상위층인 경우보다는 최상위층인 경우 수용자들이 상향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혜승(2010)은 또 다
른 연구에서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 시청자의 경우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생활수준을 높게 추정하고, 그 결과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자신의 경제
수준을 높게 평가한 개인에게서만 나타났다. 즉, 스스로 자신의 경제수준
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능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사회구성원 일
반의 생활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나아가 스스로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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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SNS 이용의 급증과 함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관
계의 양상과 그것이 삶의 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부정적 감정 및 심리는 이와 같은 SNS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타인과의 비교는 그 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을 필요로하는
데 특히 SNS를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SNS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을 준거
집단으로 삼아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SNS 속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신조어 중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카
카오스토리(Kakao Story),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SNS에서 보이는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울감, 즉 상대적 박탈감을 의미한다
(이은지, 2018). 이렇듯 미디어 속에서의 상향비교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
래하기 쉬운 것으로 해석된다(이민선 & 이현화, 2017). 
  SNS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은 외모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원미와 김가영(2017)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게시물을 접한 뒤 긍정적
인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건강한 신
체를 통한 이상적인 운동 이미지를 보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뿐 아니
라 신체에 대한 부러움도 동시에 느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한다. 페
이스북(Facebook)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연구한 Haferkamp와 
Kramer(2011)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타인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 두 연
구 모두 SNS 이용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상향비교를 경험하
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외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
끼는 것 외에 SNS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연구도 있다. Krasnovae 외(2013)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타인의 여행하
는 모습, 그 중에서도 여가 생활, 레저 활동에 관한 게시물을 접했을 때 
가장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에 있어 여가 생활이 
삶의 만족을 증진시킨다는 인식뿐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를 나타내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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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SNS 이용자들은 사적인 정보,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온라인 공
간에 업로드하고 타인이 올린 내용물을 읽고 반응하며, 때로는 메시지, 댓
글 기능을 통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한다(서미혜, 
2017).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타인과의 사회
적 연결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요즈음 누구나 쉽게 동영상 콘텐
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소비 활동 등 다양한 면모를 브이로그라는 콘텐츠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시청하는 이용자들 역시 별 다른 제약 없이 게시물을 접하고 수용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선별하지 않은 채로 접하게 되는 
브이로그 게시물은 강제적인 비교를 불러일으키며 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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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명품 하울 콘텐츠 분석

  3장에서는 유튜브 사이트 검색창에 ‘명품 하울’ 및 ‘luxury 하울’의 키
워드로 검색했을 시 조회수순으로 나열되는 상위 20개의 영상으로, 국내·
외 총 40개의 영상을 통해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품 
하울 영상을 명품 하울 콘텐츠라 명명하여 많은 패션 및 뷰티 관련 콘텐
츠와 구별되는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명품 하울 콘
텐츠의 구성 요소, 콘텐츠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명품 하울 게
시물에 달리는 댓글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서 시청자들의 댓글을 통한 반응
도 살펴보았다.  
 
제 1 절 콘텐츠 구성 요소 

  본 절에서는 명품 하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
았다. 영상 콘텐츠의 리얼리즘에 대해 분석한 황선혜와 임소혜(2009)는 영
상 콘텐츠를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로 나누었다. 리얼리즘 영상 콘텐
츠에서 내용적 요소는 콘텐츠가 전달하는 내러티브로 연출된 장면, 스토리
의 성질 등을 포함하며, 형식적 요소는 재현을 위한 감각적 효과로 묘사 
기법, 편집 기술, 색감 및 선명도, 음향 등을 포함한다. 이를 기준으로 본 
절에서는 명품 하울의 콘텐츠 구성 요소를 <표 5>와 같이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명품 하울 콘텐츠의 내용적 요소 또한 콘텐츠가 전달하는 내러티
브로, 내용의 전개 방식, 연출된 장면, 제품 및 브랜드가 해당된다. 다음으
로 명품 하울 콘텐츠의 형식적 요소는 내용 전달을 위한 감각적 요소로, 
게시물의 제목, 썸네일(thumbnail), 자막, 화면 색감과 같은 시각적 요소
와 효과음, 배경음악, 브이로거의 목소리와 같은 청각적 요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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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명품 하울 콘텐츠 구성 요소
내용적 요소 형식적 요소

비고 콘텐츠가 전달하는 내러티브 내용적 요소 전달을 위한 
시·청각 요소

요소
§ 내용의 전개방식
§ 연출된 장면
§ 제품 및 브랜드

§  시각적 요소
  - 게시물 제목, 썸네일
  - 자막, 삽입된 영상
  - 화면 색감
§  청각적 요소
  - 효과음, 배경음악
  - 브이로거 목소리

1. 내용적 요소
  
  명품 하울 콘텐츠의 내용적 요소는 브이로거가 명품 하울을 통해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크게 내용의 전개 방식, 연출된 장면, 제품 및 브
랜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내용 전개방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영상 제작 이유에 대
한 설명에서 시작해 제품 소개, 구매 과정, 언박싱, 첫 인상, 제품 및 브랜
드 설명, 마지막으로 스타일링 제안의 순서로 진행된다. 브이로거들은 여
행 중 구입한 명품,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새로운 시즌이 소개되어 구
입한 명품 등 명품을 구입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자신이 구매한 제품들
을 하나씩 설명한다. 제품을 하나씩 개봉할 때마다 브이로거가 표현하는 
리액션 역시 명품 하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포장지를 풀고 제품을 설명
할 때에는 브이로거의 재량에 따라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리액션이나 개
인적인 후기만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브이로거와 제품의 브랜드 역사나 현
재 위치,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의 변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컨셉 등 객관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브이로거가 있다. 후자의 
경우 이들은 제품의 재질이나 컬러, 크기 등을 세심하게 언급하고 이러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재질, 색상 등의 장점이나 단점을 언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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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한 명품 하울(유튜브)

왼쪽부터 Fancy 브이로그s By Gab, 샒의 삶Serim’s life

한다. 제품의 외향적인 소개가 끝나면 제품의 내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실용적인 면이나 내구성 등에 대해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 패션 브이로거
가 얼마만큼 꼼꼼하게 제품을 평가하고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
지고 있는지 시청자들은 판단하게 된다. 콘텐츠의 흐름 상 마지막으로 브
이로거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코디 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
션 아이템을 활용해 제안한다.  
  두 번째로 명품 하울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 중 하나는 연출된 
장면이다. 이와 같은 장면은 브이로거의 말투나 행동, 개인적 특성을 통해 
조성되거나 촬영 장소와 촬영 소품들을 통해 조성된다. 브이로거는 정보원
으로서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명품을 소개하기도 하며, 지인과 함께 
영상에 출연하여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기도 한다. 브이로거의 재량만큼 중
요한 것이 촬영 배경인데, 대부분의 명품 하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아늑
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집 안의 개인 방에서 촬영된다(그림 4). 
이러한 부분에서 시청자들에게 친근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jeffreestar와 같이 전문적으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명품 하울을 
촬영하거나 촬영 팀을 구성해 색다른 공간에서 명품 하울을 촬영하기도 
한다. 촬영 소품 역시 명품 하울 콘텐츠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중요 요
소로, 대부분의 명품 하울 영상에서는 패션 브이로거들이 소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쇼핑백을 자신의 뒤쪽 공간에 진열한 것을 볼 수 있다. 명품 브랜
드의 쇼핑백은 해당 브랜드의 개성과 헤리티지를 담고 있으며 그 자체로
도 브랜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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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쇼핑백을 소재로 사용한 명품 하울(유튜브)

왼쪽부터 청담언니 치유 cheeu, LENA

 
  마지막으로 명품 하울 콘텐츠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적 요소로 
제품 및 브랜드를 들 수 있다. 제품 및 브랜드는 명품 하울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주제로, 먼저 제품을 살펴보면 명품 하울 콘텐츠에서는 의류보다 
가방이나 신발, 액세서리와 같은 제품들이 많이 다뤄진다. 이는 명품 브랜
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흔히 연상되는 제품이 가방이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명품 하울 콘텐츠에서 한 게시물 속에 소
개되는 제품 중 반 이상이 가방이다. 가방은 명품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signature) 아이템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일지라
도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원단으로 생산된다. 또한 가방은 실용성이 강조
되는 아이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패션 브이로거가 명품 하울 콘텐츠를 통
해 자신의 신중한 선택 및 쇼핑 노하우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가방에 이어 클러치나 지갑도 많이 다뤄지며 특히 20대 여성
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구매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카드 지
갑 하울도 인기가 많은 콘텐츠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한정판 운동화나 
구두와 같은 신발, 스카프,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다뤄지고 있다. 
  다음으로 브랜드의 경우 명품 하울에서 다뤄지는 명품 브랜드는 다소 
제한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품 하울 콘텐츠의 시초가 된 것은 
jeffreestar의 ‘GUCCI HAUL(2016)’이다(그림 6). 이를 시작으로 유튜브의 
많은 패션 브이로거들이 명품 하울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Gucci 
브랜드의 제품을 자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Gucci의 수석 디
자이너가 Alessandro Michele로 교체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가 변하고 
브랜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현상 역시 명품 하울에서 Gucci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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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초의 명품 하울 콘텐츠

(유튜브, 2016.09)

<그림 7> Louis Vuitton과 
Supreme Team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명품 하울 콘텐츠 (유튜브,

2017.07)

품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Gucci 이외에도 브랜드 자체의 
역사가 깊은 LouisVuitton, Hermes, Chanel, YSL, Balenciaga, Dior, 
Prada 등의 브랜드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해당 브랜드들은 대부분 수석 
디자이너를 교체하거나 브랜드의 소비자 타겟의 나이를 낮춰 젊은 소비자
를 공략한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명품 하울이 유튜브에서 흔한 콘텐
츠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 사
이에 패션 업계에서 대중들에게 관심을 사고 있는 명품 브랜드는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명품 하울에서 소개되는 브랜드 역시 한정되어 있을 수밖
에 없다. 또한 2017년에 있었던 Louis Vuitton과 Supreme Team의 콜
라보레이션처럼 패션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특별한 명품 제품들도 
그 시기에 명품 하울로 제작되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처럼 명품 하
울은 그 시기의 패션 트렌드와 맞물려 콘텐츠가 구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7).

2. 형식적 요소

  명품 하울의 형식적 요소로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된 편집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시각적인 요소들이나 청각적인 요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먼
저 시각적 요소에는 게시물의 제목, 썸네일(thumbnail)과 같은 영상 외에
서 보이는 요소들과 자막, 삽입된 영상, 화면 색감과 같은 영상 내 편집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로 시청자가 가정 처음 접하게 되는 제목과 썸네일이 있다.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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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명품 하울의 썸네일(유튜브)

왼쪽부터 청담언니 치유 cheeu, lamuque, Ha Neul오늘의 하늘

하울 게시물의 제목은 해당 게시물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축약하여 문자
화한 것으로, 게시물에 소개되는 제품들의 가격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통 브이로거가 구매한 제품들의 총 금
액이 클수록 제목에서 가격을 언급하는데, 이는 액수를 언급함으로써 시청
자들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썸네일
이란 <그림 8>와 같이 콘텐츠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약하여 
화면에 띄운 것이다(ICT 시사용어 300, 2013). 유튜브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짐작하도록 게시물의 한 장면을 일시
정지 한 듯 한 이미지 시각 요소이다. 유튜브에서는 게시물 제작자가 직접 
썸네일을 제작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콘텐츠 보도록 어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게시물의 제목보다 먼저 인지
하게 되는 중요한 장치이다. 썸네일은 실제 게시물의 한 장면은 아니고 브
이로거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게시물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넣고 편집해 새롭게 제작한 화면이다. 썸네일에는 보통 패
션 브이로거들이 명품을 소유해 황홀해하는 표정이나 놀란 표정, 또는 제
품을 크게 배치한 것을 볼 수 있고, 화려한 색감의 자막으로 시선을 끄는 
것을 볼 수 있다. 

  명품 하울 콘텐츠를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 중 두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
을 볼 수 있다. 명품 하울은 근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기술이 중요한데, 영상의 화면 색감이나 자막의 유무, 자막
의 크기 및 위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수적으로 편집되어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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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적절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명품 하울에서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
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화면의 색감을 최대한 변조하지 
않고, 제품이 소개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자막이나 부수적인 영
상을 삽입한다. 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요소
들이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브이로거에게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명품 하울 콘텐츠의 청각적 요소로 브이로거의 목소리, 효과
음, 배경음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청각적 요소 역시 명품 하울을 구성하
는 중요한 형식적 요소 중 하나이다. 명품 하울은 동영상 포맷이라는 점에
서 청각적인 효과들이 삽입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 일조한다. 
  첫 번째로 브이로거의 목소리는 명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이다. 브이로거의 목소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거
나 신뢰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는 시청자들이 영상
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브이로거의 목소리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은 명품 하울 영상을 더욱 높은 퀄리티
의 콘텐츠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명품 하울은 개인 미디어로서 전문가들
이 제작한 영상과 종종 비교되지만, 기술적인 효과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개인 미디어의 특성을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지나친 사용은 오히려 정
보 전달력을 하락시켜 시청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명품 하울은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시청자를 설득한다. 명
품 하울의 형식적 요소는 시청자들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감각적 장치로 메시지 전달력과 시청자 이해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거와 시청자 양자의 입장에서 중요시
되며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이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고 브이로거는 이
를 반영하여 추후 명품 하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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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콘텐츠 유형 

  본 절에서는 명품 하울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UCC를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정보제공형, 오락
추구형, 상업목적형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한 성윤택 외
(2007)의 연구를 토대로 명품 하울의 콘텐츠를 유형화하였다. 명품 하울은 
브이로거가 구입한 여러 개의 명품을 소개한다는 뚜렷한 컨셉을 지닌 만
큼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된 명품 하울 게시물들의 성격은 비슷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명품 하울을 제작하는 패션 브이로거들은 각자만의 차별성
을 두기 위해 명품 하울을 제작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차별
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명품 하울은 브이로거가 메시지를 전달하
는 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으며 성윤택의 연구에서 상업목적형을 
제외한 정보제공형과 오락추구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상업목적형은 명품 
하울에서 명품 하울이 명품 산업에 대한 실질적 이윤 추구를 도모함을 확
인할 수 없어 포함하지 않았다. 

1.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
  
  정보제공의 성격이 강한 명품 하울은 제품의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 및 
내구성, 제품의 사후 관리 방법 등 시청자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 위주
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정보제공형 브
이로거에게서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내용 및 형식적 특징

  하울 콘텐츠는 본래 브이로거가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해주는 콘텐츠로 브이로거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였는지도 중요하지만 
구매한 제품을 시청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느냐도 중요하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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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 명품 하울은 명품 및 명품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의 내용적 요소를 살펴보면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 명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에 대한 내러티브나 특정 브랜드를 집중적
으로 분석하는 뚜렷한 컨셉을 지니고 있다.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에서는 
명품의 합리적 구매 방법, 사후 관리 방법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보제공형의 명품 하울을 찾는 시청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브이로거
가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한 목적을 가
지고 자의적으로 검색해서 이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청자들이 
하울 콘텐츠를 제작하는 브이로거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
다는 뜻이며 브이로거들 역시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
으로 맥락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추구형 명품 하울의 형식적 요소를 살펴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화려한 자막이나 부수적으로 삽입되는 영상은 최대한
으로 줄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
는 안정적인 목소리 톤으로 제품을 설명하며, 배경 음악은 추가하지 않거
나 음량을 조절하여 정보 전달을 위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명품 하울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모든 형식적 요소를 차분하고 안정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청자의 이목을 가장 우선적으로 끄는 제목이나 썸
네일은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이라해도 자극적인 텍스트가 사용되거나 화
려한 컬러 조합이 사용되어 시청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2) 대표 사례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을 찾는 시청자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청자들을 충족
시키는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명품 하울은 특히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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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에서는 재미를 위한 요소보다 교육의 성질
이 짙게 드러나며 이 때문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명품 하울의 브이
로거들은 오락추구형의 명품 하울 브이로거들 보다 상대적으로 패션 전문
인이 많은 편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과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의 대표적인 사례 중 첫 번째는 ‘청담언니 치유Ch
eeu’이다. 그녀는 패션 전문직에 오랜 기간 종사해 왔으며 명품 하울을 
통해 전문성을 드러낸다. 그녀는 한 명품 브랜드를 선정하고 해당 브랜드
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청담언니 치유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개인 쇼핑
몰 ceo, 패션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종사하며 패션 관련 전
문성을 쌓아왔다. 청담언니 치유는 명품 하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 
및 브랜드를 소개할 뿐 아니라 명품 보관 및 세탁 방법, 해외에서 저렴하
게 구매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최근 그녀가 제작한 Van Cleef & Arp
erl 관련 명품 하울(2018)은 15분 남짓의 2회에 걸친 동영상으로 제작되
었으며 비전문인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추구
하는 시청자들을 충족시켰다(그림 9). 
  두 번째로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별Hanbyul’(그
림 10)의 영상으로, 그녀는 자신의 명품 구매에 대한 여러 번의 경험을 통
해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별은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며 패션 관련 
브이로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블로그 활동을 통해 
명성을 높였고,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다양한 명품을 접하고 이
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한별은 명품 하울뿐 아니라 패션과 관련된 다양
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일상을 보여주는 콘텐츠도 주기적으로 업로드한다. 
일상 콘텐츠 속에서 그녀가 쇼핑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며 그녀에게서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행동임을 시청자들은 
알 수 있어 시청자들은 그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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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

콘텐츠 중 청담언니 치유

cheeu(유튜브, 2018.09)

<그림 10>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

콘텐츠 중 한별Hanbyul(유튜브,

2018.10)

2.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

  오락추구의 성격이 강한 명품 하울은 시청자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오락 요소를 더한 것으로 상세한 설명보다는 
과장된 리액션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오
락추구형 브이로거에게서는 매력성과 친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내용 및 형식적 특징

  명품 하울 콘텐츠는 명품 제품을 소비해보고 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브이로거가 명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전에 명품 하울 콘텐츠는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 콘텐츠 중 하나
이다. 명품 하울 콘텐츠의 시초가 된 jeffreestar의 ‘Gucci HAUL’은 자신
이 최근 구매한 Gucci 제품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것
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오락의 목적으로 제작되
었다. 이처럼 명품 하울을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단순한 시간 때우
기 식의 오락 콘텐츠로 이해하는 브이로거, 시청자들도 많다.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의 내용적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내용 전개에 있
어 명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와 명품에 대한 정보보다는 제품의 포장지를 
풀면서 과장된 리액션과 제품에 대한 자신의 첫 인상을 설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부분의 오락추구형의 명품 하울 콘텐츠는 브이로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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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브이로거들은 
명품이 포장된 상태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장면을 오래 보여주며 포장을 
천천히 풀어보는 행위를 과장되게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형식적 요소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데, 오락추
구형 명품 하울에서는 브이로거가 자주 언급하는 감탄사를 자막에 자주 
사용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자막을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동영상 
중간 중간에 명품과 상관없는 부수적인 영상을 추가하여 오락성을 더하기
도 하며 효과음을 활용해 브이로거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에 힘을 더하
기도 한다. 반면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제목과 썸네일은 정보
제공형 명품 하울과 같이 자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제목에는 높은 금액
을 언급하여 시청자의 시선을 끌고 썸네일에서는 눈에 띄는 컬러와 자극
적인 자막을 활용해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 대표 사례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에 비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브이로거들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시청자의 이목을 끌어야한다. 따라서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에서 상대
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매력성과 친숙성이다. 오락추구형의 브이로거들
은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자신들의 게시물을 시청하고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리액션이나 편안한 말투로 자신들의 매력과 친숙함을 상대적
으로 과장되게 나타낸다.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은 국내와 국외 구분 없이 
많은 브이로거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많은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외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껴 관
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녀의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시청자들은 브이로거
의 말투나 제스처, 유머를 통해 호감을 갖기도 하고, 자막이나 부수적으로 
삽입된 영상과 같이 브이로거들이 영상 편집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매
력을 느낀다. 매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명품 하울 브이로거는 ‘LENA’(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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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1)로 그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명품 하울을 제작했으며 그녀의 영상
을 기준으로 다양한 명품 하울이 제작되었다. LENA를 구독하거나 즐겨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녀의 과장된 리액션을 선호한
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을 다소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시원한 성격을 좋아하기도 한다. 
  국외의 명품 하울 브이로거들에게서도 매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을 선호하며 제작한다. 특히 ‘jeffreestar’와 
‘Fancy Vlogs By Gab’의 Gabi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Jeffree S
tar는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인 동시에 패션 인플루언서로 독특한 명품 아
이템을 소개한다(그림 12). Gabi는 패션 전문 종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뷰티 및 패션,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20대 초반의 유
튜버로 본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이다(그림 13). 이들은 시청자들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크게 연연하지 않으며 과장된 리액션이나 화
려한 언술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한다. 
  매력적인 외모와 과장된 리액션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주목을 끄는 브이로거도 있다. 이는 시청자가 브이로거에게 소셜 미디어라
는 공간을 넘어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은 밀접한 느낌을 주게 된다. 
명품 하울의 경우 ‘명품’이라는 내용 요소로 인해 시청자들이 브이로거에
게서 친숙함을 느끼기 힘들 수 있다. 이 경우 브이로거들은 많은 시청자들
이 그렇듯 자신도 명품을 쉽게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며 
구매한 명품을 풀어볼 때 감격하는 듯한 리액션을 보여준다. 친숙한 이미
지를 토대로 명품 하울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작하고 있는 브이로거도 있
다. 패션 브이로거 ‘Yeowool Kim’은 ‘가장 싼 명품’(그림 13)이라는 제목
의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한 명품 브랜드를 선정해 해당 브랜
드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녀는 값 
비싼 제품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명품 하울과 달리 자신만의 컨셉이 더해
진 명품 하울을 제작하고 있다. 한 브랜드를 정하고 가장 값이 저렴한 제
품을 소개하는 그녀의 방식은 여러 개의 제품을 다룬다는 ‘하울’과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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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 
콘텐츠 중LENA(유튜브, 2018.01)

<그림 12>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 
콘텐츠 중jeffreestar(유튜브,

2018.01)

<그림 13>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 
콘텐츠 중Fancy Vlogs By Gab(유튜브,

2018.01)

<그림 14>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 
콘텐츠 중Yeowool Kim(유튜브,

2018.03)

가 멀다. 하지만 최근 명품 하울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새롭게 접근했다는 것은 명품을 소비함에 
있어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사며 친숙하게 다가가 오락 요소를 제
공하고 있다.   

   하울은 다양한 제품을 한 영상에서 소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소비 방
법, 합리적인 구매와 같은 정보 제공이 중요시되기도 하며, 동시에 하울이 
근본적으로 유튜브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영상이라는 점에서 오락적인 면
모가 추구되기도 한다. 이는 대부분의 명품 하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명품 하울은 브이로거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 소비를 위
한 정보제공형의 콘텐츠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재미를 위해 제작
된 오락추구형의 콘텐츠로 나뉘어 서로 조금씩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명품 하울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 및 형식적 요소에도 그 성질의 차이가 
드러나며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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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댓글 유형 

  본 절에서는 명품 하울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을 살펴보고 명품 하울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댓글이라는 기능을 통해 브이로거 또는 타 시청자와 소셜 미디어 공간 내
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튜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타 SNS와 달리 
한 게시물에 유난히 댓글이 많이 달린다. 물론 모든 게시물에 해당하는 이
야기는 아니지만, 타 SNS에서 한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와 유튜브에서 
한 브이로거의 구독자 수가 비슷할 경우, 그들이 업로드 한 게시물에 달리
는 댓글의 수는 유튜브 게시물에서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유튜브 댓
글은 타 SNS의 댓글에 비해 게시물 작성자와 시청자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 서비스의 UI(User Interface) 디자인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의 게시물의 핵심 포맷은 영상이다. 하지만 
유튜브 사용자들에게는 영상만이 게시물을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가 아니
다. 유튜브에는 영상 못지않게 너무나도 쉽게 텍스트 콘텐츠인 댓글을 접
할 수 있도록 UI가 디자인되어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댓글을 보려면 따로 ‘댓글’ 아이콘을 클릭해야 하는 것과 달리 유튜브에서
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크롤을 내리면 댓글을 바로 읽을 수 있
다. 따라서 게시물을 업로드한 브이로거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별 다른 
노력 없이 댓글을 접할 수 있고, 댓글에 또 다시 반응할 수 있다. 시청자
들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답글이 달리지 않아도 브이로거나 다른 누군
가가 하트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좋아함을 표하면 그것만으로 소통을 느
끼게 된다. 이처럼 유튜브 게시물에서 댓글은 게시물을 구성하는 콘텐츠로
서, 또는 사용자간의 소통을 위한 장치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명품 하울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먼저 온라인 게
시물에 대한 댓글을 정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시물을 유형화
하고 유형에 따른 댓글을 분석한 조국현(2007)의 연구 외에 블로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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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명품 하울  댓글 유형
콘텐츠 

연관 여부
상위 
유형

하위 
유형

내용 예시

직접 관련 감상형
내용 

감상형

§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
방식이나 연출된 장면, 
제품 및 제품 브랜드
에 대해 단순하게 반
응 또는 평가하는 유
형

§ 혹은 자신이 알고 있
는 제품 및 제품 브랜
드 관련 정보를 언급
하는 유형

§ 헐 펜디 드레스 
너무 
이쁘다...꽃자수 
진짜 개예뻐ㅜ

§ 까르띠에도 
괜찮은거 같은데 
쇼메라는 
브랜드도 예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메는 
역사도 있고 
무려 나폴레옹 
부인인가요 
조세핀의 왕관 
만든 브랜드...

동영상 § 제품과 상관없는 § 나만 그런가 

물에 대한 댓글 분석(Gumbrecht, 2004 : Trevino, 2005), UCC콘텐츠에 
대한 댓글 분석(성윤택 외., 2007), 온라인 소설에 대한 댓글 분석(서인숙, 
2015),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분석(좌보경 외., 2014) 등이 있다. 
특히 명품 하울의 온라인 콘텐츠 중 동영상 콘텐츠라는 성질과 개인 미디
어라는 성질에 집중해 본 연구에서는 조국현(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
인 블로그의 댓글을 유형화한 성윤택 외(2007)와 서인숙(2015)의 연구를 
토대로 댓글을 유형화했다. 
  분석에 쓰인 총 40개의 명품 하울 게시물 중 해당 게시물의 인기 댓글 
100개를 분석한 결과 명품 하울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은 콘텐츠 연관 여
부에 따라 직접 관련과 간접 관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직접 관련
은 앞서 분석한 명품 하울 콘텐츠 구성 요소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으로 
감상형과 건의형으로 나뉘었다. 간접 관련은 콘텐츠 구성 요소 외에 브이
로거 및 타 시청자와 소통하거나 댓글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드
러내고자하는 유형으로 나뉘었다. 더욱 세분화한 결과 총 9개의 댓글 유
형을 볼 수 있었으며 <표 6>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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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형
전반적인 영상의 
형식에 대해 단순하게 
반응하는 유형

들어왔는데 
asmr효과가있는
데요? 포장지 
되게 듣기 좋게 
뜯으시는듯! 
말소리도 듣기 
좋음ㅇㅅㅇ

§ 이번영상 색감이 
너무 
안정적이에요ㅠ
ㅠ

건의형

내용 
건의형

§ 차후에 패션 
브이로거가 
소개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유형

§ 언니 명품 신발 
추천!!!뜨고 있는 
신발!! 커플로 
신발 맞추고 
싶어요!!

§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사면 좋을 
명품도 추천 
해주세요!!

동영상 
건의형

§ 배경 음악, 자막 등의 
요소를 평가하고 수정 
사항을 요구하는 유형

§ 아 근데 치유님 
그중간에 
삐—하는 편집은 
줄여주세요! 

§ 설명하실 때 
카메라 줌인 
해주시면 더 
좋을것가타요ㅠ
ㅠ

간접 관련

브이로거 관심형

§ 브이로거를 평가하거나 
궁금한 것을 질문, 또는 
브이로거의 언행에 
공감함으로써 
브이로거와의 소통을 
유도하는 유형

§ 하늘님한테는 안 
어울려용...ㅠ

§ 헐 대박 언니 
저랑 생일 
똑같아요ㅜㅠ 
이건 
운명이겠죠??

시청자간 
소통형

공감형
§ 타 시청자의 의견에 

공감함으로 연대감을 
형성하는 유형

§ 헤헤헤 저도 
공감ㅋㅋ랩때매 
우상화 되었다는 
얘기는 오잉? 
했네요.

§ 공감해요! 저랑 
같이 부자됩시다.

질책형 § 타 시청자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 병신들 니들이 
이 영상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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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유형

있으니까 그걸로 
번 돈으로 다시 
명품사고 
하는거야

§ 슈퍼카를 사던 
명품백을 사던 
신발을 사던. 
본인들이 
사고싶어서 
값치루고 산건데 
왜님들이 
고나리임.

답변형
§ 브이로거가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대신 
답변해주는 유형

§ @000 좀 특이한 
걸 찾는다면 
Alaia라는 
브랜드 
추천하고요 ... 
강추! 하고

§ Ceo 영상 보시면 
헤어디자이너분
이 나옵니다 
아마 그분이 
해주시지 
않을까용?

개인정보 공유형
§ 자신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존재를 
드러내고자하는 유형

§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언니 영상 
보면서 늘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 난 솔직히 
4만원넘는 
옷들사는것도 
엄청고민하는데...

성윤택 외(2007) 및 서인숙(2015)의 연구를 수정 보완

  먼저 콘텐츠 직접 관련 댓글 유형 중 감상형은 명품 하울을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 및 형식적 요소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내용 감상형, 동영
상 감상형으로 나뉜다. 내용 감상형은 내용의 전개 방식이나 연출된 장면, 
명품 하울에서 소개되는 제품 및 제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감정
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또한 시청자들은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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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언급하기도 한다. 동영상 감상형은 명품 하울 영상의 부수적인 
편집 기술에 대한 감상으로 영상에서 소개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 
  콘텐츠 직접 관련 댓글 유형 중 두 번째로 건의형은 시청자가 브이로거
에게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내용적인 요소 및 형식적인 요소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건의형 역시 내용 요구형과 동영상 요구형으로 
나뉜다. 내용 요구형은 내용적 요소들에 대해 건의하는 것으로, 대부분 명
품 하울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하는 제품이나 제품 브랜드를 언급하는 댓
글이 많다. 동영상 요구형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명품 하울을 시청하면서 
거슬리는 부분을 댓글을 통해 언급하면서 브이로거에게 수정해줄 것을 요
구하는 것이다. 브이로거는 이를 토대로 추후 명품 하울 콘텐츠를 구성하
는 데 있어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다음으로 콘텐츠 간접 관련 댓글 유형은 크게 브이로거 관심형, 시청자
간 소통형, 개인정보 공유형으로 나뉜다. 브이로거 관심형은 브이로거를 평
가하거나 궁금한 것을 질문, 또는 브이로거의 언행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상호적으로 자신도 관심을 받고자하
는 소통을 유도한다. 두 번째로 시청자간 소통형은 공감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
는 공감형, 갈등을 유발하는 질책형, 시청자의 질문에 브이로거 대신 자신이 답변
하는 답변형으로 나뉜다. 명품 하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댓글 유형은 질책
형으로 이는 시청자간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명품 하울이 대리만족 또는 상대적 박탈감 콘텐츠라는 양극적
인 시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공
유형은 시청자가 자신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브이로거 및 타 시청자로부터 공감 및 응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품 하울 콘텐츠는 누가,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게시물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게시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댓글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명품 하울의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콘텐츠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명품 하울의 경우 이를 제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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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적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여도가 높은 편이
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게시물을 업로드 한 브이로거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명품 하울 제작에 관여한다. 또한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소통
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소통 유도형의 댓글은 상대방의 반응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 명품 하울의 
시청자들은 자신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명품을 다량으로 소유한 브이로거
에 대한 동경심을 표하거나 브이로거 및 타시청자와 유대감을 형성함으로
써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댓글이라는 기능을 통해 게시물 브이로거와 시청자들은 소통하고 있다. 
제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소통되는 것을 넘어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 내에서 공감을 통해 대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면, 명품 
하울의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브이로거와 시청자들
의 관계가 스타와 팬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명품 하울은 해당 게시
물에서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관심보다 브이로거의 명품 소비로 인한 그
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의 브이로거를 동경함으로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댓글을 통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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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명품 하울 시청자에 대한 실증적 고찰
 
  이 장에서는 명품 하울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시청자들의 자료를 바탕
으로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적합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
법은 연구 자료에 대한 기술을 중시하고, 기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이채영,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명품 하울 시청자들의 시청 
동기와 시청 후 느끼는 심리의 형성 요인을 밝히는 데 이 자료분석 방법
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Giorgi(199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
상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의 총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한 전체 내
용을 반복적으로 읽는다. 둘째, 진술내용에서 의미단위를 구분한다. 셋째, 
앞서 구분한 의미 단위를 대표적인 학문적 용어로 변형한다. 넷째, 변형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한다(Creswell, 2015).
  Giorgi의 자료분석방법으로 명품 하울 시청자들의 명품 하울 시청 목적
은 정보 및 재미를 얻는 것을 넘어 브이로거와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브
이로거와 관계 맺기는 시청 행위를 통해, 댓글 작성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
다. 또한 명품 하울 시청을 통해 느끼는 대리만족은 제품 소유의 간접 체
험과 명품 구매 행위의 간접 체험을 통해 형성되었고, 상대적 박탈감은 브
이로거와 비교했을 때 경제력이 결핍되어있다고 느끼거나 시청자 본인의 
외모가 낮게 평가될 때 형성되었다. 

제 1 절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명품 하울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그
들이 명품 하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분석하였다. 명품 하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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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제품으로서 명품에 대한 인식과 명품 하울이라는 유튜브 패션 브
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시청자들은 명품에 대
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인식이 명품 하울을 시청한 후 긍정적으로 바뀌거
나 부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해 정보
원 또는 오락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1. 명품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명품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명품에 대해 제품으로서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구별되
는 특징들을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르게 인식하였다. 또한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령, 태도, 스타일, 친분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1) 명품에 대한 인지 요소
  
  시청자들에게 명품이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명품에 대한 인식은 개인
적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개인적 영향으로는 시청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명품에 대한 인식
으로 몇몇의 시청자들은 명품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높이 평가했다. 시
청자들은 명품 브랜드는 디자인에 대한 고유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제품
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명품 브랜드만의 오리지널리티가 해당 브랜
드를 명품으로 만든다고 응답했다. 

오리지널리티가 제일 큰 것 같아. 요즘에 수공업 브랜드도 품질이 좋은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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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 그것이랑 다르게 또 명품은 다른 것 같아. 나는 원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파는 곳이면 다 좋았는데, 뭔가 모르게 명품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 디자인의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야되나? 인증된 디자인의 느낌. 자기 
이름을 걸고 1-2년 안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서비스가 계속 이어지
고... 그래서 명품을 좀 더 선호하게 된 것 같고. (N, 26세 여성)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타 브랜드와 비교되는 매장 서
비스였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고객을 대하는 직원
의 태도 및 매장의 분위기에서 다른 패션 브랜드와는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끼며 철저한 제품 구매 후 서비스 역시 명품 브랜드만의 특징이라 생각
하고 있었다. 

명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웬만해선 매장에서 사고 싶어요. 명품 매장은 서비
스가 다르잖아요. 손님을 정말 손님답게 대접해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
가 이 돈을 내고 구매할 가치가 있겠구나.. (P, 27세 여성)

  또한 명품을 착용했을 때 다른 제품을 착용했을 때와는 다른 개인의 마
음가짐이 명품의 특징이라 응답하기도 했다. 이는 명품을 착용했을 때 자
신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명품 및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에 일치하
고자 하는 욕구(이창원 & 이상환, 2013)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명품 브랜드의 제품의 높은 가격과 예술적인 디자인, 섬세한 디자인
이 명품 브랜드를 구분 짓는 요인이라 응답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명품이 다른 브랜드 제품과 다른 점은 저의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
아요.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좀 더 자신감도 생
기고?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지고, 내 목숨보다 아끼게 되는 그런 마
음가짐이요. (M, 26세 여성)

  다음으로 사회 내에서 받은 영향은 사회 구성으로부터 형성된 명품에 
대한 인식으로 명품 브랜드의 제품의 특유성보다는 브랜드 이름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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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품이라 받아들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해당 
명품 브랜드에서 어떤 디자인의 제품이 생산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브랜드 이름만 들었을 때 누구나 명품이라 생각하는 브랜드가 명품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명품을 착용했을 때 이를 알아보는 타인의 시
선 역시 시청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품의 특징 중 하나였다. 

명품은 브랜드 로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명품이라고 생각
하고 있는 그 인식. 그게 명품 브랜드의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K, 25세 
여성)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 명품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데에는 매체의 영
향도 나타났다. 텔레비전이나 패션 잡지에서 명품 브랜드에 대해 알게 된 
경우나 최근 명품 하울을 통해 명품에 대한 관여도가 없던 사람들도 명품
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저는 원래 명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
고, 잡지에서도 많이 보니까. 명품이 비싸다는 말은 들었어도 ‘대체 어떤게 
명품인데?’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도 여기 저기에서 나오니까 ‘아 저게 
명품이구나. 어? 저 브랜드 명품 브랜드인데!’ 하게 되었어요. 명품 하울 보
면서 명품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많아요. (R, 28세 여성)

  2) 명품 소유자에 대한 인식
  
  명품 소유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은 그 사람이 소유한 명품 아이템 
및 명품 브랜드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연령, 태도, 시청자와의 친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명품을 소
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명품을 소유하
고 있는 사람이 연령이 어리다고 느껴질 때 부러움의 감정이 크게 나타났
으며, 몇몇은 그들에게 질투심을 느낀 경험도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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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명품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고상하고 멋있다고 
응답했다. 

솔직히 제 또래의 여성이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부럽죠... ‘아 저 사람은 집
에 돈이 많은가보다.’ 싶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시면 
부럽다기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 같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G, 
22세 여성)

  또한 명품을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스타
일링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 명품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
진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명품 소유자가 명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같은 명품이라도 그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시청자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루이비통 가방을 들어도 허겁지겁 이것 저것 다 흘리면서 걸
어가는 사람이랑, 또각또각 걸어가는 사람이랑은 느낌이 다르지. 같은 명품이
라도 말이야. (N, 26세 여성)

  본래 친분이 있던 사람이 명품을 착용했을 때 착용자에 대한 인식이 다
르게 나타났데, 평소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녀 또는 그가 명품을 착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더해졌고, 
평소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녀 또는 그가 명
품을 착용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사에 아는 언니 중에 내가 엄청 좋아하는 언니가 있거든? 사람이 되게 나
서지도 않고 말이 없어도 재미있고. 그리고 옷도 잘 입는 것은 아닌데, 깔끔
하게 입는 스타일? 그런데 그 언니가 엄청 예쁜, 정말 흔하지 않은 발렌시아
가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한 것이야, 그 뒤로 언니가 엄청 옷을 잘 입는 것처
럼 보여. (O, 27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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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한 인식

  명품 하울은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제작되는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 콘
텐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여타 유튜브 영상과 비슷
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시청자들은 유튜브의 영상들을 오락적인 
요소로 이해하며 시간을 때우기 위한 가벼운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명
품 하울을 비롯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는 동영상 형식으로 검색 창에 키워
드를 검색하면 유사한 게시물들이 검색되어 정렬된다. 검색된 게시물들은 
게시물의 제목, 영상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한 장의 이미지인 썸네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목이나 썸네일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재생된다.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이 시청하게 되는 명품 하울은 동영상 포맷
의 콘텐츠로서 시청자들을 시·청각적으로 자극한다. 
  명품 하울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한 게시물
에 대한 시청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게시물
의 제목보다도 썸네일이었다. 텍스트를 읽어야하는 제목에 비해 시각적으
로 한 번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썸네일이 시청 여부를 판단했다. 
썸네일을 통해서 브이로거의 외모를 보고 시청 여부를 결정짓는 시청자들, 
명품 하울의 경우 썸네일에 제시된 제품을 보고 시청 여부를 결정짓는 시
청자들이 있었고, 썸네일에서 많은 내용을 짐작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행
동으로 시청자들은 제목을 읽었다. 썸네일과 제목이 시청자들로부터 흥미
를 유발하면 시청자들은 게시물을 시청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도 화
면의 색감이나 자막의 크기 및 위치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는 시청자들에
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또한 재생 중에는 배경 음악이나 브이로거의 목소
리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도 중요했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청각적인 요
소는 거슬리지 않는 한 이 때문에 시청을 중단한 경험은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3 장에서 언급했듯이 유튜브는 타 SNS와 비교했을 때 댓글이 확
연히 많이 달리는 것을 확인했는데, 응답자들 역시 그만큼 댓글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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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시청자들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지는 않지
만 영상을 재생한 상태에서 댓글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응답했고, 댓글을 
통해서 영상에서 얻지 못한 정보나 재미를 추가적으로 얻기 때문에, 명품 
하울 게시물에서 브이로거가 업로드 한 영상 콘텐츠만큼이나 댓글이라는 
텍스트 콘텐츠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시청자들은 공감을 위해 
댓글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댓글을 통
해 확인하고 공감을 하거나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명품 하울은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제작물이라는 점에서 명품 하
울 시청자들에게 여타 유튜브 콘텐츠와 같이 기본적인 동영상 콘텐츠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브이로거가 직접 명품을 여러 개 구매하
고 언박싱부터 첫인상까지 소개하는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해서 시청자들
은 이 콘텐츠를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명품 하울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재미를 제공하는 
오락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1) 정보원으로서의 명품 하울
  
  앞서 3 장에서는 명품 하울의 콘텐츠 유형이 정보제공형과 오락추구형
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했다.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에서 브이로거는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제품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제품 브랜드에 대한 정
보부터 코디 방법, 보관 방법 등을 다양하게 설명해준다. 이는 명품 하울
이 브이로거가 자신의 소비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콘텐츠임
을 의미한다(Romano, 2010). 또한 이 유형의 명품 하울을 추구하는 시청
자들은 명품 하울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의 영상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오락적인 면 보다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명품 하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줄이는 동시에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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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는 
타 브이로그 콘텐츠에 비해 명품 하울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 따로 
시청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다른 영상은 몰라도 명품 하울은 치유 언니가 되게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업
로드되면 아껴두었다가 자기 전에 집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C, 21세 
여성)

  명품 하울을 시청하는 응답자 중 명품 하울을 정보원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을 제작하는 브이로거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이로거가 누구나 알고 있을법한 정보를 제공하면 오
히려 시청 욕구가 떨어지며 패션 전문가로서 알지 못했던 정보를 제공할 
때 시청 욕구가 증가하며 시간을 투자할 가치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치유 영상 중에서 좋았던 것은 명품 관리 방법을 설명해주는 것은 유용하긴 
했어. 발렌시아가 부츠 사러 갈 때에도 벨벳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어떻게 
보관해야하는지도 잘 알려주고.. (O, 27세 여성) 

  댓글 역시 명품 하울 게시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텍스트 콘텐츠로서 시
청자들은 영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댓
글을 통해 타 시청자들의 의견을 보고 부족한 정보를 충족시킨다고 말했
다. 

예를 들어 댓글 중에 “그 가방은 그런게 아니라 이거에요!”라고 브이로거가 
한 말을 정정해주는 댓글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
는 거죠. (E, 22세 여성)

  2) 오락물로서의 명품 하울
  
  반면 명품 하울이 여타의 패션 및 뷰티 하울과 비교했을 때, 콘텐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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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있어서 오락성이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창완, 
2018) 시청자들 역시 명품 하울이 유튜브의 수많은 패션 브이로그 콘텐츠 
중 하나라는 점에 집중해 오락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명품 하울 이전에 하울 영상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시청자를 자극한다는 
점이라 언급하면서 영상에서 소개하는 제품의 수와 아이템의 종류가 다양
할수록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제목에는 1000만원이라고 언급해두고 막상 영상을 봤을 때 제품이 두 개, 세 
개 나오면 허탈해요. 왜 이거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해요. (D, 21세 여성)

  또한 명품 하울에 오락을 추구하는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 게시물 제목
에서 언급되는 제품의 총 액수도 눈여겨보고 있었다. 명품 하울이 처음 유
튜브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을 때는 몇 백 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
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명품 하울 게시물의 수가 늘어나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사기 위해 명품 제품들의 총 액수가 천 만원 단위로 증가할수록 
시청자들은 백 만원 단위의 수를 봤을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
했다.

처음 제목만 보고는 ‘이 사람들이 대체 이 돈으로 몇 개를 샀을까? 그리고 
뭘 샀을까?’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근데 몇 백만원 어치 하울이다 
이러면 ‘뭐야.. 한 두개 샀네.’ 싶어요. (G, 22세 여성) 

  명품 하울을 오락물로 인식하는 시청자들은 영상을 제작하는 브이로거
에게 많은 설명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설명이 길어질 경우 영상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시청 욕구가 감소한다고 응답했다. 브이로거는 콘텐츠를 
재미있고 시청자가 집중하지 않아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해야한다
고 응답했다. 

저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또 듣기가 싫더라구요. 그냥 빨리 제품이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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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뭐를 또 저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스마트폰 
두 번 탭 해서 앞으로 감기 계속 하는 것 같아요 (S, 33세 여성)

  오락물로서 명품 하울을 인식하고 있는 시청자들 역시 댓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명품 하울을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시청자들과 같이 영상에서 
충분한 오락적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했을 때, 댓글을 보고 재미를 찾는
다고 응답했다. 그들이 댓글 중 영상에서 소개되는 제품을 비난하는 댓글
이나 시청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갈등이 일어난 댓글을 볼 때 재미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오랜만에 명품 하울을 딱 보는데 재미가 없으면, 나는 바로 댓글을 읽어. 명
품 하울 댓글 보면 논쟁거리가 많거든. 무조건 “언니 예뻐요.” 하는 애들이 
있고, 거기에 대고 “왜 저래?”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논쟁거리가 재밌어 
나는. (Q, 27세 여성)

  이와 같이 명품 하울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명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명품 
하울을 통해서 명품에 대한 구매욕은 증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명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만 명품 하울을 시청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명품 하울
은 정보 제공의 역할과 오락물로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콘텐츠임을 
확인했다. 게다가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이 동영상 포맷이기 때문에 시·청
각적으로 시청자를 자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시각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명품 하울이 정보원 또는 오락물 
중 어떠한 성질로 인식되던지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더욱 충
족하기 위해 댓글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명품 하울 시청 후 명품 및 브랜드에 대한 평가
 
  1) 브랜드 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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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을 통해 명품에 대한 인식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명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로 나타
났는데 먼저 명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거나 브랜드의 이미지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정보제공형의 명품 하울 콘텐츠를 접했을 때 
나타났는데, 정보제공형의 명품 하울에서 브이로거가 명품 브랜드의 아이
덴티티와 성장해온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시청자들은 명품의 가격
에 대해 타당성을 가지게 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명품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도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응답했다. 

치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세하게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잖아
요. 그런 명품 하울을 보다보면 ‘아, 이래서 명품이 비싸구나. 정말 이 정도
에 가치가 있네.’ 싶어요. (A, 20세 여성)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 시청자들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호전된다고 응
답했다. 몇몇의 시청자는 명품 하울을 시청하기 전에는 명품에 대해 클래
식한 디자인만 있고, 다양하지 않고 고리타분한 디자인만 있다고 생각했는
데, 명품 하울을 시청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생산되며 연령이 낮
은 고객을 위한 디자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
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예전에는 명품이라 하면 되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제 또래면 과시하고 싶을 때 소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명품 하울 보면 명품 브랜드에서도 디자인이 많이 젊게 나오는 것 같아
요. 클래식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키치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G, 22세 여성)

  2)　브랜드 희소성 감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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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명품 하울을 시청하고 명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경
우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응답한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을 통해 명품의 노
출이 잦아지면서 명품의 희소성이 하락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
청자들은 명품 브랜드 중 GUCCI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명품 
하울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그 브랜드의 희소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고 응답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이 측정되는 가격을 확
인하면 모순적인 느낌도 든다고 응답했다. 

요즘 뭐 누구나 Gucci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명품 하울 마다 
Gucci 제품이 나오니까.. 인스타그램을 봐도 다들 Gucci 하나씩은 다 들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Gucci하면 되게 범접할 수 없는 명품의 느낌이었거
든? 근데 이제는 명품계의 유니클로같은 느낌? 하지만 나는 없어.. 가질 수 
없어.. (O, 27세 여성)

제 2 절 브이로거와 관계 맺기
  
  본 절에서는 명품 하울 시청자의 응답을 통해 시청자들이 브이로거에 
대해 지각하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 속에서 
브이로거와 관계 맺기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
계 속에서 시청자가 브이로거로부터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1. 지각된 브이로거의 특성

  본 연구 결과 명품 하울이라는 콘텐츠를 시청함에 있어 브이로거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품 하울에서 소개되는 제품의 종류 
및 브랜드의 종류보다도 브이로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이나 브이로
거가 콘텐츠를 풀어가는 전개 방식 등의 요소들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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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이 명품 하울을 처음 시청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썸네일이나 제목
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들 수 있으나, 처음 시청하게 된 후 지속적으로 
시청할 의향이 형성되는 데에는 브이로거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시청자들은 브이로거로부터 매력성, 친숙성, 전문성, 신뢰성을 지각
하였을 때, 브이로거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였으며, 브이로거와의 관
계 맺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관계 맺기란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 의견,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는 것
을 뜻하며 오늘날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 속에서 미디어 사용자들간의 관
계 맺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Katz 외, 2001). 브이로거가 브이로그를 제
작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응을 표하는 것 또한 오늘날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의 관계 맺기에 
해당한다. 

  1) 기대치 충족에 따른 매력성 
  
  명품 하울 시청자들이 수많은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청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브이로거의 매력이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첫
인상을 보고 시청 여부를 결정했다. 시청 후 시청자가 브이로거의 첫인상
을 통해 본래 기대했던 매력을 인지하게 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브이로
거의 영상을 시청하였다. 또한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매력적인 면모에 영
향을 받아 브이로거와의 관계 맺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매력성은 신체적 매력성과 심리적 매력성으로 나뉜다(Erdogan 외., 
2001).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브이로거가 매력적인 외향, 브이로거의 의사
소통방식, 정서 및 성격이 매력적일 때 매력성을 지각하였다. 매력성은 수
용자가 정보원으로부터 유사한 느낌을 받았을 때 지각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현아 & 정주혁, 2014), 명품 하울에서는 오히려 시청자가 평소에 생각
한 이상적인 모습을 느꼈을 때 매력성을 지각하였다. 지각된 매력성은 긍
정적인 효과를 통해 시청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시청 행동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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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매력성 중 시청자들이 중요시했던 점은 단연 브이로거의 외모이
다.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외모가 평소 본인이 선호하면서 선망해왔던 모
습일 때 브이로거로부터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지금은 구독을 끊었는데 원래는 레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주 보고...외모
적으로 제가 되게 닮고싶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E, 22세 여성)

겉모습...? 매력을 볼 때 겉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C, 21세 여성)

  신체적 매력성은 몸매 관리 행동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한 시청자는 브
이로거가 본래 본인과 유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몸매를 관리
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알게 되어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슈스스가 덴마크 다이어트로 살 뺐잖아.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자의 입
장에서 그런 모습이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슈스
스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나한테는. (T, 33세 여성)

  심리적 매력성은 브이로거의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가장 많이 지각되었
다.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목소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브이
로거의 목소리가 명품 하울 콘텐츠를 구성하는 형식적 요소 중 중요한 것
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시청자들은 목소리가 차분할 때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매력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적인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
아도 목소리가 듣기 좋을 때 매력성이 증가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저는 브이로거의 목소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하
고 있는 브이로거들을 보면 대부분 차분하고 발음도 정확한 것 같아요. (F, 
22세 여성)

속삭이듯이 말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것이 듣고 싶
게 되더라고... 외모가 이쁜건 아닌데, 목소리도 안정적이고 거부감이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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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 (O, 27세 여성)

  2) 유사성 인지에 따른 친숙성

  친숙성은 정보원으로부터 낯익음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지각되는 것이
다(차배근, 2003). 명품 하울에서 시청자들은 브이로거로부터 자신과 동질
적인 면모를 발견했을 때 친숙성을 지각하였다.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명
품을 소비하는 브이로거에게서 일차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명품 
하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신과의 뜻밖의 동질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면 이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아 오히려 
브이로거에게서 친숙성을 지각하였다.  
  명품 하울 시청자들이 브이로거에게서 느낄 수 있는 동질적 요소에는 
크게 외모 및 체형, 추구하는 가치관, 소비 취향의 세 가지 항목이 도출되
었다. 
  첫 번째로 외모 및 체형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명품 하울 콘텐츠보다 해당 브이로거의 일반적인 패션 및 뷰티 제품의 콘
텐츠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과 비슷
한 체형의 브이로거가 시청자가 구매 가능한 수준에서 패션 제품을 추천
하거나, 자신의 피부 타입과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진 브이로거가 기초 화
장품을 소개해주면 시청자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 나아가 브이로거가 추천
한 제품을 소비 및 사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봤을 때, 시청자들은 해당 
브이로거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되었다. 

어떤 브이로거가 나와서 자기는 어떤 체형인데 이런 브랜드를 입으면 어깨가 
잘 나와서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이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저랑 비슷한 체형
일 경우 아 이 브랜드가 이런 옷을 만드는 구나 그래서 이 브랜드를 한 번 
더 가보게 되는 것 같아요. (E, 22세 여성)

제가 여드름이 원래 되게 심했는데! 한별이 추천해주는 기초 콘텐츠를 보고 



- 88 -

그 뒤로 되게 맹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별이 하는 것은 거의 다 맹신해서 
하는 것 같아요. (J, 25세 여성)

  두 번째로 시청자와 브이로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유사할 경우 브이로
거로부터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 브이로거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명품 하울 
콘텐츠에서는 브이로거의 소비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평소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에서
도 브이로거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브이로거가 명품을 소비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소한 소비 습관이나 브이
로거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드러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자신과 추구
하는 가치관이 유사할 경우 호감을 느끼면서 친숙성을 지각하였다. 

저는 제가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뭔가 자기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사
람이 끌리는 것 같아요. 줏대 없는 성격을 싫어하는데 자기중심이 뚜렷한 사
람들을 보면 멋있고 닮고 싶어요. (M 26세 여성)

  세 번째로 명품 하울 시청자가 브이로거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는 요소는 
소비 취향이다. 명품 하울은 기본적으로 브이로거가 직접 구매한 여러 개
의 제품을 한 영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브이로거의 명품 소비 취향을 알
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이다. 또한 명품 하울 이외의 다양한 콘텐츠
에서도 브이로거가 착용하고 있는 패션 제품을 통해 브이로거의 소비 취
향을 알 수 있는데 시청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소비 취향과 브이로거의 평
소 소비 취향이 유사할 때 친숙성을 지각하였다.

저는 특히 명품 하울을 볼 때는, 다른 유튜버와는 다르게, 뭔가 취향이 더 중
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명품 하울 자체가 제가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아
니니까.. 취향이 비슷해야 그나마 브이로거랑 좀 유대감이 느껴진다고 해야하
나? (F, 22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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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원 평가에 따른 전문성

  연구 결과 명품 하울을 시청한 후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실제 명품 구
매 시 적용한 시청자는 없었다. 올바른 판단을 경험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몇몇의 명품 하울 브이로거로부터 전문성을 지각하
고 있었다. 
  전문성이란 정보원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올바른 답이나 판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수용자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재휘 외., 2006).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브이로거가 제공하는 정보가 올바른 정보라고 인식할 때 
전문성을 지각하였으며, 올바른 정보라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는 정보의 출
처가 확실하다고 인지하였을 때 이다. 시청자로 하여금 정보의 출처가 확
실하다고 인지되는 경우는 브이로거의 본업이 패션 전문직일 때와 브이로
거가 명품 소비 경험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나타났다.  
  먼저 브이로거가 명품 하울을 제작하는 것 이전에 본래 패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을 때, 시청자들은 브이로거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가 확실하
며 실제 구매 행동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올바른 판단을 제시할 것이라 
인식하였다. 시청자들이 브이로거가 패션 전문인임을 알게 되는 경우는 직
접 영상을 통해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본래 여러 매체를 통해 활동해 왔
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오래전부터 브이로거가 
패션 전문 종사자임을 인지한 경우 시청자들은 브이로거가 명품 하울을 
통해 정보를 얻어 실질적으로 판단을 내려본 경험이 없어도 그녀가 제공
한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슈스스 한혜연한테서는 신뢰감 완전 느끼지! 너무 오래전부터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스타일리스트로 알아왔던 사람이고, 그냥 스타일리스트도 
아니고 슈퍼 스타 스타일리스트잖아. 그리고 이번에 파리 패션 위크에도 초
청받아 갔더라고. 거기 아무나 초대되는게 아니잖아? (T, 33세 여성)

  또한 시청자들은 명품은 다른 패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고 제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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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패션 업계에 종사해온 브이로
거의 정보를 올바른 정보라 인식하였다.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명품 구매
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보의 타당
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나는 솔직히 패션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반은 듣고 
반은 안들어.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이러한 콘텐츠로 돈은 벌 수 있어도 
그들이 실제로 배워본 적이 있을까? 나도 그 정도는 알걸? (T, 33세 여성)

 
  다음으로 시청자들은 브이로거가 많은 구매 경험을 통해 명품 소비에 
대해 전혀 부자연스러움이 없을 때 전문성을 지각하였다. 시청자들은 브이
로거의 명품 하울 영상뿐만 아니라 일상 브이로그와 같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통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명품을 구매하는 모
습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시청 경험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보다 많은 경
험 횟수에서 나오는 실질적 정보에 대해 신뢰감을 얻게 한다.

한별은 명품 하울 말고 그냥 일상적인 영상만 봐도, 평소에 명품을 많이 사
잖아. 뭔가 ‘아, 나는 명품 하울을 해야 하니까 오늘 명품을 왕창 구매해야겠
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어? 저거 예쁘네? 사야겠다’하는 
그런 느낌? 그런 사람은 진짜로 명품을 많이 구매해보고 접해본 사람이겠거
니 싶어서 신뢰감이 쌓이지. (O, 27세 여성) 

  
  4) 진정성 판단에 따른 신뢰성

  신뢰성은 수용자가 정보원의 의도를 의지하는 정도로(Hovland 외., 
1953), 명품 하울에서는 브이로거가 제작한 콘텐츠의 진정성이 확인되었
을 때 지각되었다. 
  첫 번째로 콘텐츠의 진정성은 앞서 알아본 전문성과 달리 시청자가 브
이로거의 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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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처음에 시청자들은 브이로거가 업로드하는 명품 하울 이외의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제품을 구매
해 사용한 뒤 브이로거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 명품 하울로 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미 브이로거를 신뢰하게 된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모든 콘텐
츠에 대해 신뢰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명품 하울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가 한별님 콘텐츠는 거의 다 의심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봐
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별님이 여드름 치료법 같은 콘텐츠를 만드
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따라서 해봤는데, 정말 피부가 좋아진 것이
에요! 그래서 그 뒤로 한별님 콘텐츠는 다 신뢰하게 되었고, 한별님 명품 하
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게 누가 봐도 잘 살고 명품을 많이 구매해본 티가 
나잖아요. 당연히 명품에 대해서도 잘 알지 않을까요? (M, 26세 여성)

  두 번째로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명품 하울 콘텐츠의 진정성은 제품
의 협찬 여부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해
서 신뢰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들이 명품 하울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협찬과 관련되어 있다. 보통 많은 구독자수
를 보유하고 있는 브이로거의 경우 다양한 패션 및 뷰티 제품 브랜드로부
터 협찬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브랜드 입장에서 그들의 영
향력을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명품 브랜드
는 이와 같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품 하울 콘텐츠는 브이로거가 직접 여러 개의 
명품을 구매해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은 브이로그가 1인 미디어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느
끼는데,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구성하고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더해지고 신뢰감을 얻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약간 일반 상품 같은 것은 그 회사에서의 홍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
은데, 명품은 사람들이 알아서 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굳이 홍보를 해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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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잖아요. 명품은 진짜 누가 봐도 협찬을 해주는 브랜드가 아닌데 브이로
거가 직접 사서 하는 것이니까 좀 정확하게 더 말해주고 신뢰성 있는 것 같
아요. (I, 25세 여성)

이게 1인 미디어잖아요? 물론 요즘 편집해주는 사람들도 따로 있지만. 자기
가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니까. 당연히 신뢰감이 드
는 것 같아요. 가끔 치유님이 그냥 누가 써준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죠. 굳이 거짓말을 얼굴 
공개하면서 까지는 안하니까요. (C, 21세 여성) 

 
  명품 하울을 제작하는 브이로거에 대해 시청자들이 지각하는 매력성, 친
숙성, 전문성, 신뢰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브이로거의 영상을 한 번의 시
청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시청으로 이어지게끔 한다. 매력성은 시청자
가 평소 선호하는 외모나 행동을 브이로거로부터 인지했을 때 지각되었고, 
친숙성은 시청자가 브이로거로부터 외모나 체형, 추구하는 가치관, 소비 
취향에서 유사성을 느꼈을 때 지각되었다. 전문성은 패션 전문직 또는 경
험이 많은 브이로거에게서 정보 출처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 신뢰
성은 브이로거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실제로 효과를 보거나 콘텐츠의 
진성성을 느꼈을 때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지각된 속성들은 심층 면접에 응한 연구참여자들이 지속적으
로 시청하고 있는 브이로거 대부분에게서 나타났다. 하지만 시청자 개인이 
어떠한 명품 하울 콘텐츠 유형을 즐겨 시청하느냐에 따라 브이로거에게 
중요시하는 속성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오락추구형 명품 하울 콘텐
츠를 즐겨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매력성과 친숙성을 높이 샀으
며, 정보제공형 명품 하울 콘텐츠를 즐겨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 샀다. 
  지각된 브이로거의 속성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해당 브이로거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시청하게끔 했다.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 시청자와 브이로거
는 상호 소통하였으며 이는 관계 맺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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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브이로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즉, 유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관
계 맺기가 지속될수록 시청자와 브이로거간의 상호적인 영향력은 더욱 강
해졌다.  

2. 관계 맺기 방법

  관계 맺기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상호호환적인 지식
을 공유하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Simmel, 1950), 명품 하
울에서 관계 맺기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의견,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명품 하울에서 관계 맺기는 시청자가 콘텐츠를 시청함으로써 정보
를 제공받고, 브이로거는 조회수를 높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청을 위해
서 시청자는 브이로거로부터 시청 행동을 취할만한 특성을 지각해야하며 
지각된 특성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더욱 뚜렷해진다. 
  명품 하울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브이로
거와의 관계 맺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시청 행위만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유지하는 관계 맺기와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유지하는 관계 맺기
가 있었다. 

  1) 지속적인 시청 행위를 통한 관계 맺기

  시청 행위를 통한 관계 맺기란 명품 하울 브이로거와 시청자가 영상 제
작자와 시청자로서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형성되는 상호작
용은 미비하지만 시청자들은 정보나 재미를 제공받음으로 영향을 받고, 브
이로거는 그들의 시청 행위만을 통해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에 관계 맺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명품 하울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에게 친근감을 느
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명품 하울만으로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녀의 다른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친근감을 느끼는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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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브이로거에게서 친근감을 느끼
는 것에 비해 실제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시청자들은 많지 않았다. 그들은 브이로거들이 수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도
움을 주고 때로는 재미를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굳이 시간을 만들어 관계
를 맺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 

우연히 보면 구경하겠지만, 시간을 내서 보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만들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L, 26세 여성)

딱히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씐님을 우연히 보기도 했는데,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딱히 아는 척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G, 22세 여성)

  이와 같이 브이로거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사람으로서 좋아하기도 하지
만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싶지 않다는 시청자들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브이로거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브이로거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사람
일 뿐이고, 명품 하울 또한 다양한 콘텐츠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시청자들은 감정 및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맺
고자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관계에 대해 피로함을 표했다. 

저는 그 사람의 콘텐츠가 좋은것이지, 인간적으로 유대를 쌓고 싶거나 하진 
않아요. (L, 26세 여성)

브이로거는 연예인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실제로 보고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브이로거들은 진짜 그냥 요즘 뜨는 유튜
버인 것 같아요.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나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K, 
25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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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댓글 작성을 통한 관계 맺기

  명품 하울 콘텐츠를 매개로 일어나는 소통이나 관계 맺기는 대부분 댓
글을 통해 실현된다.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
고 브이로거 또는 타 시청자가 공감하거나 반응해줬으면 하는 심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브이로거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는 댓글
은 앞서 3 장에서 살펴 본 내용 중 ‘브이로거 반응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브이로거에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거는 댓글의 형태이다. 명품 
하울 시청자들 중 댓글을 평소에 달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자신이 
구독하거나 시청하는 명품 하울의 브이로거 중에서도 영상에서 소개되는 
명품이나 정보가 마음에 드는 브이로거보다 인간적으로 더 끌리는 브이로
거의 영상에만 댓글을 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브이로거가 자신의 
댓글을 읽어주길 바라며 자신의 댓글에 브이로거가 ‘좋아요’를 표하거나 
답글을 남길 때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슈스스님한테 댓글 달아봤지. 답글도 받았어. 솔직히 기대 안하고 댓글을 남
긴 것이었는데 너무 좋았지. 아 이 분이 내 댓글을 읽어주셨구나. 원래 슈스
스를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때부터 좋아하게 됐어. (T, 33세 여성)

치유님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는 알람이 뜨면 바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 편
이에요. 그리고 댓글도 빨리 남기구요. 빨리 남길수록 치유님이 좋아요를 눌
러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B, 20세 여성)

  자신이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브이로거의 명품 하울 영상에 댓글을 
남기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브이로거와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자 하는 의사
를 보이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 내에서 소통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적으로 친분을 맺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치유님이랑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댓글도 많이 남기고 치유님께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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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치유 서포터즈’에 지원하기도 했어요. 치유님께 제가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B, 20세 여성)

실제로도 친해지고 싶어요. 이미 저는 영상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데 저 혼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
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서로 알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하
는 모든 브이로거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배울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A, 20세 여성)

3. 브이로거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영상이 게시되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
하는 영상을 선택하거나 브이로거를 선택하여 시청 여부를 결정짓는데, 영
상을 통해 원하는 요소를 충족했을 때,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에 대해 호감
을 갖게 되고 나아가 관계 맺기를 하게 된다. 명품 하울 시청자들과의 인
터뷰 결과 브이로거와 밀접해진 시청자들은 브이로거로부터 다방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브이로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들은 브
이로거의 명품 하울 영상뿐만 아니라 브이로거가 업로드 하는 모든 영상
을 시청하면서 그들에게 브이로거의 생활이 쉽게 노출됨에 따라 시청자들
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패션 브이로그를 주요 콘텐츠로 제작하는 
명품 하울 브이로거들은 시청자들에게 패션과 관련된 소비 생활 및 취향
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평상시 태도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1) 의복 선택 기준의 확장 및 취향의 다양화

  명품 하울을 비롯해 패션과 관련된 브이로그를 즐겨 시청하는 시청자들
은 대부분 그들의 패션 취향에 있어 자신이 시청한 브이로거로부터 영향
을 받고 있었다. 특히 명품 하울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은 합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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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그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기억
해두었다가 명품 구매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명품을 소비함에 있어 영향
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신 주변에서 명품 구매 계획이 있는 사람들
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저는 원래 옷을 살 때 디자인만 봤어요. 소재 같은 것은 잘 보지도 않고, 이
게 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데 계속 명품 하울이나 패
션 브이로그를 보다보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옷을 보는 것 같아요. 전에는 
18900원 이런 걸 봤는데, 이제는 가격보다는 질이나 독창성? 같은 것을 많
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I, 25세 여성)

  명품 하울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패션과 관련된 브이로그 콘텐츠에 관
심이 많은 편이었다. 그들은 패션 브이로그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청
하기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유튜브를 켜고 관심 가는 영상을 시청하
는데, 패션 관련 브이로그 영상을 시청하면서 오히려 구매하고자 하는 제
품들이 생겨난다고 응답했다. 전혀 계획에 없던 구매도 브이로그 영상에서 
브이로거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구매욕이 형성된다고 응답했다. 

나는 사실 유튜브를 내가 사야할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시청하
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명품 하울을 왜 보겠어... 근데 유튜브를 보다보면 사
고싶은 것들이 막 생겨. 특히 화장품 같은 것은 갑자기 한 번 꽂히는 게 있
으면 나는 그날 바로 사야돼. 그래야 편해져. (Q, 27세 여성)

  브이로거는 시청자들의 소비 성향뿐 아니라 제품 취향에도 영향을 끼치
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처음 브이로거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시
청함에 있어 자신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
로 브이로거가 사람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취향과 상관없이 그녀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는 시청자도 있었다. 이 경우 많은 시청자들이 브이
로거로 인해 취향의 폭이 넓어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명품 하울의 경우 보
통 시청자들은 명품에 대해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을 선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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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하울에서는 브이로거가 계속해서 화려하고 키치(kitsch)한 디자인의 
제품을 소개하다보니 명품을 보는 취향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다고 응답
했다. 이는 명품뿐만 아니라 패션과 관련된 제품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났으
며, 브이로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저는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매하거나 그럴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
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찾아보고 구매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쓸 수 있는 디자인이 예뻤어요. 클래식한 디자인. 오히려 너무 화려하면 거부
감이 들었는데, 명품 하울 보면 다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
야.’ 싶었는데, 요즘에는 ‘저런 것도 이쁘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J, 25세 
여성)

  2) 브이로거의 태도 및 말투, 행동 모방

  명품 하울 시청자 중 브이로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거나 관계 맺기를 적
극적으로 시도하는 시청자일수록 그들은 명품 하울 콘텐츠를 비롯한 브이
로거의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자신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었
다. 특히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에게서 배우거나 닮고 싶은 점이 있을 때, 
브이로거를 따라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 브이로거에게서 닮고자하는 점은 자신감 있는 태
도였다. 한 응답자는 영상 속에서 보이는 브이로거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성격을 보고 닮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자리에서 브이로거를 떠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브이로거의 말투에서도 느껴졌는데, 시청자
들은 두서없이 횡설수설하지 않고 밝고 당당하거나 차분한 말투를 통해 
브이로거의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와 같
은 브이로거의 말투를 높이 평가하며 닮고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이로거들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특히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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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 브이로거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줏대 있게 하고 있고. 그런 것 보면 자
신감 있는 태도가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을 닮고 싶어서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B, 20세 여성)

  브이로거의 자신감 있는 태도나 말투 이외에 브이로거들이 패션 관련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따라하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많은 시청
자들이 패션 관련 브이로그를 자주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브이로거가 일상 영상에서 자신의 일과를 시청자
들에게 설명하듯이 시청자들 역시 혼자 있을 때에도 카메라가 켜져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게 된다고 응답한 시청자들이 있었다. 또한 외출을 위
해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할 때에도 자신이 어떤 제품을 착용할 것인지, 어
떤 화장품을 사용해 어떤 무드의 분위기를 연출할 것인지 거울을 보며 설
명을 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러한 시청자들은 브이로거들의 영상을 시
청하다보면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브이로
거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거나 브이로거가 방문했던 장소를 직접 가보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는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월급 들어와서 갑자기 이것 저것 구매한 날에는 
집에서 혼자 하울 영상을 찍어, 아니 찍는 것은 아닌데 하울을 하는 척을 해. 
그리고 유튜브에서 화장 관련된 영상 보면 막 빨리 화장하고 싶고, 일상 브
이로그에서 아침을 예쁘게 차려 먹으면 나도 빨리 요리하고 싶어져. 그리고 
아침에 예쁜 그릇에 음식 담고. (Q, 27세 여성)

  이처럼 브이로거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
다. 브이로거가 영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없어도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소비 생활이나 취향에 영향을 
받고 브이로거로부터 닮고자 하는 점을 따라하고 있었다. 특히 명품 하울
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평상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명품에 대한 취향의 
폭이 넓어졌고, 브이로거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정돈된 말투를 닮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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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청자들이 패션 관련 브이로그 콘텐츠를 비롯해 유튜브의 영상을 지속
적으로 시청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브이로거이다. 시청자들이 처음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데에는 브이로거의 매력성이 중요하며,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지속적으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브이로거의 친숙성도 중요하
다. 또한 고가의 명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브이로거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도 중요하다. 이러한 브이로거의 특성들이 시청자들에게 지각되면 그들은 
브이로거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지고 소셜 미디어라는 공간 속에서 관계를 
맺고자하며 나아가 실제로 친분을 맺고자 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 시청자들은 지속적으로 브이로거의 영상을 시청
하고 나아가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계 맺기를 통해 시
청자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태도, 행동에 있어 브이로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패션 제품을 소비함에 있어 의복 선택 기준이 확
장되었고, 명품에 대한 취향이 변화하였다. 또한 영상에서 보여지는 브이
로거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를 모방하거나 브이로거의 행동을 모방하
는 경우도 있었다. 

제 3 절 시청자의 심리적 경험

  본 절에서는 명품 하울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을 시청한 후 느끼는 감정
과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갖게 되는 심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
았다. 명품 하울은 대리만족과 상대적 박탈감을 동시에 느끼는 콘텐츠이
다. 많은 시청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다
가  호기심으로 명품 하울을 시청하고 실제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재미를 
찾기도 한다. 명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 지리적 여
건이 갖춰지지 않아 명품을 당장에 구매할 수 없으면, 명품 하울을 시청하
고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10분 남짓의 영상을 시청하다보면 어느 순간 명품을 여러 개 구매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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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할 수 있는 브이로거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도 한다. 

1. 대리만족

  명품 하울은 패션 브이로그 콘텐츠로서 재미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
하는 동시에 ‘먹방’ 콘텐츠와 같이 시청자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불러일으
킨다. 대리만족이란 자신이 소유하거나 성취하지 못한 것을 타인이 대신 
이뤄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다(이호령, 2004). 따라서 명
품 하울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명품에 대한 관
여도가 높은 사람들로,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명품을 구매할 여유가 없어
도, 명품 소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명품 하울을 통해 시청자들이 느끼는 대리만족감은 크게 두 가지 요인
에 의해 형성된다. 먼저는 브이로거를 통해 명품이라는 물질에 대한 소비
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에서 오는 대리만족이 있고, 다음으로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비교해서 구매
하는 과정을 자신이 직접 겪지 않고 브이로거의 행위를 시청함으로 형성
되는 대리만족이 있다. 

  1) 제품으로 인한 대리만족

  명품 하울에서 브이로거는 자신이 최근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하는데, 대
부분 영상을 제작하기 이전에 미리 포장을 뜯거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다. 매장에서 구매해온 명품을 그대로 시청자 앞에서 함께 언박싱하고 진
실된 리액션을 보여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패션 제품들과 어떻게 스
타일링을 하면 좋을지, 어떤 자리에서 착용하면 좋을지 등의 이야기를 푼
다. 누구나 명품을 구매하게 되면 보일 반응과 고민할 부분을 브이로거는 
제품을 이리저리 보여주며 영상에 담는다. 브이로거는 시청자들에게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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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동시에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브이로거가 제공하는 명품 소비 경험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시청자
들은 평소 명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명품을 소
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시청자들은 자신이 쉽게 구매
하거나 직접 소유할 수 없는 명품을 브이로거들이 구매하고 포장지를 뜯
으며 설렐 때 함께 설레고, 실감나는 반응을 보여주면 자신도 언젠가 구매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대리만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박스를 열어볼 때 그 느낌. 저는 그래서 브
이로거가 미리 뜯어놓고 보여주는 것은 재미가 없고,, 진짜 완전히 포장된 상
태에서 보여주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선물상자 열듯이 그런 두근
거림? 그렇다고 또 나도 명품 가지고 싶은데.. (M, 26세 여성)

  명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점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을 넘어 구매한 
명품의 개수로 인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시청자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명품 하울을 제작하는 브이로
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대량의 명품을 구매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명품을 소개하는 명품 하울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하울 영상을 보면 한 영상에 되게 여러 개의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
에서 저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명품 하울 영상이 올라
와서 기대하고 틀었는데 제품이 얼마 없으면 실망해요. (D, 21세 여성)

  또한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브이로거의 소비를 통
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명품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다양하고 실험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이 매 시즌 출시되면서 시청자 본인은 
이에 대한 구매욕이 크지 않으나 제품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브이로거의 해당 제품 구매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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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저는 명품 하울을 보면서 대리만족이 되는 부분이 브이로거들이 정말 특이한 
것 있잖아요. 아무나 못 살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구매해서 보여줄 때, 그때 
저는 좀 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하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은 웬만큼 돈이 있다고 해도 남아 도는 정도 아니면 안 사게 되잖아요. 
(A, 20세 여성)

  2) 브이로거의 행위로 인한 대리만족

  명품 아이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변
에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방법과 매장을 직
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매장 수가 적고, 소비자들은 시간적, 지리적 한계로 인해 쉽게 매장
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명품 하울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시
청자들 중 몇몇은 이러한 수고함이나 피로함을 명품 하울을 통해 덜 수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명품에 대한 관여도
가 높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제품을 실제로 보고 어떤 모습
일지 궁금해 한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 홈페이지나 광고를 통해 실제 크기
를 가늠해보거나 내부를 자세히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
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시청자들 중 몇몇은 
매장의 수가 적어 방문을 위해선 장시간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 매장의 분위기상 외모와 의복을 갖춰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
어 쉽게 방문할 수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수고하지 않아도 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명품 하울을 시
청하고 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뭔가 명품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못 사더라도 찾아가서 볼 수는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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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명품 매장을 직접 간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액수도 알려주고 하니까 제가 접하지 못했
던 시장에 대해 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F, 22세 여성)

  이처럼 명품 하울을 시청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시청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제품으로 인한 대리만족은 시청자가 
경제적 제약에 의해 명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명품 하울을 시청함
으로써 나타났고, 브이로거의 행위로 인한 대리만족은 시청자가 지리적, 
시간적 제약에 의해 명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명품 하울을 시청함
으로써 나타났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브이로거가 대신 
구매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명
품을 구매하는 구매 행동 자체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있는 부
분이 경제적이거나 지리적, 시간적인 부분 중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 그것
이 채워질 때 시청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2. 상대적 박탈감

  명품 하울을 시청한 시청자들 중 대부분이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해 대
리만족이나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어느 순간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게 된
다고 응답했다.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대상과의 비
교를 통해 스스로 만족 지수가 낮을 경우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다(Stougger 외, 1949). 명품 하울 시청
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영상에서 보여지는 브이로거
의 모습을 통해 그녀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를 했기 때문이다. 명품 하
울은 동영상 포맷을 콘텐츠로 브이로거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거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브이로거의 연령이나 외모 등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명품 하울 영상을 시청하고, 또 이를 
제작한 브이로거의 다른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면서 자신이 의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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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강제된 비교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들은 브이로거
가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일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명품 하울은 치유 영상 보고,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것도 봐. 근데 치유 
영상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 나랑 또래잖아! (T, 33세 여성)

  명품 하울 시청자들이 또래의 브이로거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로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에 비해 자신의 
경제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두 번째로 브
이로거에 비해 외모가 낮게 평가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1) 경제력 차이 인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양혜승(2015)의 연구에 따르면 드라마를 시청할 때 시청자들은 주인공
이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는 경우, 혹은 중상위층이 아닌 최상위층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
는 시청자가 드라마 속 주인공에 비해 자신이 경제적으로 뒤처진다고 인
지했기 때문이다. 명품 하울의 시청자 역시 자신이 브이로거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빈곤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경제력을 측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명품의 소유 여부였다. 연구에 응답
한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명품 구매의 경험이 많지 않았다. 또한 명품 구
매 경험 대부분이 타인에게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응답한 
시청자도 있었다. 반면 명품 하울을 제작하는 브이로거의 경우 대부분의 
브이로거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명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와의 강제된 비교를 통해 자신이 기준보다 적
게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브이로거가 자신과 또래일 경우 명품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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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원래 부자
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녀는 소비 기준 자체가 저보다 높
고.. 그러니까 평소에 명품도 많이 살테고.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저랑은 너무 달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
아요. (H, 25세 여성)

  경제력을 측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노동 환경이었다. 명품 하울 시청자
들은 자신이 시청하는 영상의 브이로거가 자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연구의 응답자들은 용돈
을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소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브이로거가 정도를 넘어 노출될 수도 있는 직업이
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브이로거의 영상이 영향
력을 갖기 시작하고 적정량 이상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브이로거들이 자신
에 비해 쉽게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사고 과
정 속에서 시청자들은 노동량에 비해 경제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저는 막 과외하고 힘들게 돈 벌어서 살고,, 비록 번 돈은 먹는데 다 
쓰지만.. 또 그런 것으로 만족은 해요. 근데 쟤는 명품 하울이란 것도 하고 
좋겠다. 또 그걸 사고 만들고 이러면서 돈을 벌잖아요. 먹방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거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머리 잘 썼다… 또 저랑 또래 
같고 이런데,, (I, 25세 여성)

  2) 외모 비교 및 평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명품 하울의 시청자들은 브이로거에 비해 경제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인
지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가 브이로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
가될 때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원미(2017)에 의하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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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상적인 신체의 이미지를 접한 이용자들은 운동에 대한 의지를 느
끼는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상
대적 박탈감이라는 부정적 감정도 느낀다고 언급했다. 명품 하울 브이로거
를 비롯해 패션 관련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브이로거들은 대부분 외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명품 하울 시청자들은 늘 외
적으로 갖추어져있는 브이로거에 비해 자신의 외모를 낮게 평가하며 상대
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레나나 이런 애들은 딱 봐도 내 또래인데, 돈이 어디서 났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 곱게 보이진 않지. 레나나 슈기 같은 애들이 얼굴이 또 반반하니
까 잘 된거 아니야. 충재씨 잘 생겨서 아무것도 안해도 잘되는 것처럼. 물론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걔네가 점점 성장하는데 나는 그대로이고, 이들은 어느
순간 몇십만 팔로워를 넘기고 명품 하울까지 하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 (Q, 
27세 여성)

  반대로 브이로거가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시청자가 판단했을 때 
자신보다 브이로거의 외모가 낮게 평가 될 경우 시청자들은 같은 명품 하
울일 경우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외모에서 차이
를 느낄 때 시청자들은 브이로거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면서 상대적 박탈감
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혜연은 사실 안예쁘잖아. 그래서 좀 더 재밌어. 친근해. 명품을 사든 빈티
지를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어. (T, 33세 여성)

  명품 하울을 시청한 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은 자신과 브
이로거로부터 의도치 않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
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명품 하울은 유튜브라는 거대한 소
셜 미디어의 동영상 게시물로 시청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시청자
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과 브이로거를 비교하게 되며, 이러한 강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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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나게 한다. 시청자들은 명품 하
울 브이로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경제력이 결핍되어 있거나 
외모가 낮다고 평가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으며, 이는 시청자가 브이
로거가 비슷한 또래로 시청자에게 인지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제 4 절 종합적 논의

  앞서 명품 하울 시청자들의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과 브이로거와의 관
계 맺기, 시청자의 심리적 경험을 살펴보았다.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은 
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명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브이로
거와의 관계 맺기는 시청자가 브이로거에 대해 지각하는 속성을 기반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가 브이로거에 받는 영향
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의 심리는 대리만족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품 하울을 통한 명품에 대한 태도는 제품으로서의 명품보다 명
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로 굳혀져 난타난다. 명품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긍
정적인 측면으로의 변화하는 경우와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변화하는 경우
로 나뉜다.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을 통해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 사거
나 다양한 디자인을 접함으로 호전된 브랜드 이미지를 갖는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는 반면, 명품 브랜드가 너무 쉽게 노출됨에 따라 명품 브랜드의 
희소성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태도도 보인다.  
  둘째,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을 정보원이나 오락물로 인식하기 이전에 동
영상 게시물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이 충족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명품 하
울은 명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락적 재미를 제공하기에 앞서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으로, 그 성격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및 기
능적인 요소가 우선적으로 강조된다. 명품에 대한 정보나 재미라는 메시지
를 전달함에 있어 편집 효과나 기술적인 측면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메시지 
수용을 방해한다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시청 욕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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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하울은 동영상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브이로거에 대해 지각하는 속성에 따라 관계 맺기의 방법이 다르
게 나타난다. 시청자들이 브이로거와 관계 맺기를 하는 방법 중 시청 행위
를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시청자들은 브이로거로부터 친근감보다는 
신뢰감을 더욱 강하게 지각하는 반면, 댓글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시청자들은 신뢰감보다는 친근감을 더욱 강하게 지각한다. 댓글을 통한 관
계 맺기가 보다 적극적인 관계 맺기로, 이에 해당하는 시청자들은 브이로
거로부터 패션 취향에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넷째,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을 통해 느끼는 대리만족은 제품으로 인한 
대리만족보다 브이로거의 명품 소비 행위로 인한 대리만족이 더 크게 나
타난다. 시청자들은 명품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해 브이로거의 명품 소비가 
자신의 소비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명
품을 대량으로 소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큰 욕심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
이 귀찮게 느끼는 일을 브이로거가 대신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다섯째,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을 통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브이로거
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낮게 평가했을 때보다 경제
력 차이를 인지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명품 하울이라는 패션 브이로그 
콘텐츠는 타 콘텐츠에 비해 외모를 과시한다는 느낌보다는 브이로거가 소
유한 경제력을 과시한다는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느끼게 한다. 따라
서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 속 인지되는 브이로거의 경제력 과시로 인해 강
제된 비교를 경험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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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최근 텍스트나 사진보다는 동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가 다양한 서비
스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게다가 스마트 폰 사용량의 증
가에 따른 모바일 중심의 생활 패턴이 형성되면서 모바일을 이용해 시청
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들이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유튜브라는 동영상 
기반의 거대 검색 엔진을 토대로, 일반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
하는 브이로그 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 성장의 중심에는 
패션 제품이나 뷰티 제품을 내용으로 제작되는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가 
있다.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는 동영상 포맷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활용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일반 사용자에 의해 제
작되고 있으며, 때문에 친근하면서도 신뢰도 있는 콘텐츠의 제작이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라는 소셜 미디어 공간 속에서 댓글을 작성하거나, 
호감을 표하는 아이콘을 통해 브이로거와 시청자, 시청자들 사이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는 제품의 종류, 제품이 소개되는 방식 등에 따라 
영상의 성격이 구별되며, 이 중에서도 브이로거가 직접 여러 개의 제품을 
구매해 소개하는 ‘하울’ 콘텐츠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
울은 한 영상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품을 집
중적으로 소개하는 언박싱과 구별되며, 패션 및 뷰티 제품이 가장 빈번하
게 다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명품 하울은 브이로거가 값 비싼 명품을 
여러 개 구매해 소개하는 영상으로, 여타 패션 및 뷰티 하울에 비해 브이
로거의 소비에 대한 전문성과 콘텐츠 자체로서의 오락성이 더욱 짙게 나
타나 과시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과시성은 지속적으로 노출되
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소비를 통해 느끼는 대리만족이나 원치 
않은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대리만족 콘텐츠라는 긍정적 시각과 상대적 박탈감 콘텐츠라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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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 극명하게 존재하는 명품 하울은 기타 여러 패션 및 뷰티 관련 브
이로그의 일부가 아닌 개별적인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콘
텐츠 및 시청자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기
반으로 제작되고 있는 명품 하울에 대해 그 콘텐츠 성질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시청자들의 명품 
하울에 대한 인식, 브이로거와의 관계 맺기, 명품 하울 시청 후 느끼는 심
리적인 경험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영상 매체 성장에 따라 
다각면에서의 패션 제품이 노출되는 현 시점에서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수
용하는 이용자를 이해함으로 앞으로의 콘텐츠 성장과 패션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함에 활용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명품 하울에 대한 학문적 분석을 위해 우선적으로 
40개의 사례를 통해 명품 하울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또한 명품 하울 콘텐츠를 정보제공형과 오락추
구형으로 유형화하여 대표 사례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명품 하울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을 유형화하여 명품 하울에 대한 시청자
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명품 하울을 타의에 의해
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시청한 경험이 있는 2~3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명
품 하울에 대한 인식과 소통을 통한 브이로거와의 관계 맺기의 모습, 명품 
하울 시청 후 느끼는 심리를 시청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분석하고 
명품 하울 시청자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명품 하울 시청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명
품 하울 시청자들은 댓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새로
운 명품 하울 영상 제작에 관여하고 있었다. 대부분 패션 관련 브이로그에
서 시청자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나 명품 자체가 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제품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명품을 소비할 능력이 있는 타인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명품 하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시청자
의 참여도는 다른 패션 브이로그 콘텐츠에 비해 더욱 높이 나타났다.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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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가 명품 하울을 제작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브이로거 스스로 시청자들
이 원하는 니즈(needs)를 파악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시
청자 및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브이로거는 시청자들의 피드백 즉, 댓글
을 통해서 다음 명품 하울을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명품 하울 영상 속 제품에 반응하거나 명품 하울 
콘텐츠 자체에 반응함으로써 명품 하울 콘텐츠의 내용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명품 하울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강요하면서 기능적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브이로거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을 요구하면서 브이로거의 특성에도 
관여하며 브이로거가 명품 하울을 제작함에 있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시청자들은 명품 하울을 시청함으로써 명품에 대한 간접 소비를 
넘어 브이로거의 라이프스타일을 간접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명품 하울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영상 속 제품이나 콘텐츠, 브이로거의 
특성이나 외향적인 모습에 반응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브이로거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을 자신의 롤모델(role model)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명품 하울에서 현저하게 나타
나는데 그 이유는 명품을 쉽게 구매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품 하울의 브이로거를 롤모델로 추앙하는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
해 브이로거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브이로거에게 친근감과 신
뢰감을 지각하고 관계 맺기를 함으로써 브이로거의 라이프스타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시청자들은 특정 브이로거에 대한 관
여도가 높은 편이며, 명품 하울뿐 아니라 그녀의 계정에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그녀의 삶의 태도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브이로거
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일수록 시청을 통한 관계 맺기보다 댓글을 
작성하는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으며 실제적인 친분을 쌓아 일방
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지향했다. 
  셋째, 명품 하울을 시청함으로 느끼는 심리는 명품에 대한 관여도와 브
이로거에 대한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명품 하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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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중 브이로거에 대한 관여도와 상관없이 명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시청자일수록 명품 하울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명품 하울에서의 대리만족은 시청자들의 명품에 대한 소유욕에 비해 실제
로 소유한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브이로거의 구매 행동을 통해 느끼는 것
이었다. 이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명품에 대한 소유욕으로 이는 명품
에 대한 관여도와 연결되며 시청자가 브이로거에 대해 지각하는 친근감 
및 신뢰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대로 명품 하울을 시청한 후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시청자의 명품 관여도의 정도에 비해 브이
로거 관여도가 크게 작용할 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브이로거에 대한 관여도는 시청자가 브이로거에 대해 지각하
는 친근감이나 신뢰감의 정도보다 시청자가 브이로거에게 얼마만큼 예민
하게 반응하느냐에 가까웠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은 브이로거가 시청자와 
또래일 때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이 때 브이로거에 대한 예민함이 의구심
으로 확장돼 또래라는 동질적인 면을 기준으로 브이로거의 능력을 의심하
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명품 하울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특성은 시청자의 명품 하울 콘텐츠
에 대한 인식, 브이로거 와의 관계 맺기, 시청 후 느끼는 심리 분석을 통
해 위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
는 시청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명품 하울 시청자들이 명품 하울에 대한 
지속적인 시청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명품 하울을 통해 명품에 대한 구매
욕이 증가한다는 점에 있어서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명품에 대
한 구매 계획이 있을 경우, 명품 하울을 우선적으로 시청할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신하지 못했다. 이는 명품 하울의 특성상 한 게시물에 여러 개의 
제품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만을 찾아내기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품 하울이 명품 소비를 위한 실질적인 이윤 
추구를 도모하는 콘텐츠라 보긴 어려우며, 간접 소비를 통해 시청자들이 
쉽고 가볍게 접할 수 있도록 상응된 콘텐츠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명품 하울 시청이 명품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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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동영상 미디어 시장이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 패션 및 뷰티 
브이로그가 다양한 내용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구한 선행 연구와 달리, 특수한 성격을 
지닌 명품 하울을 선정하여 콘텐츠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과 시청자들의 
심리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더불어 명품 하울의 콘텐츠를 
그 성질에 따라 유형화함으로써 학술적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토대로 
명품 하울 시청자들의 브이로거에 대한 인식 및 관계 맺기, 명품 하울 시
청 후 느끼는 심리를 분석해 소셜 미디어 속 간접 소비 경험에 대한 연구
를 확장시켰다는 데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동시에 명품 하울을 통한 명
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질적 연구를 통해 깊이 고찰함으로써 명품 브랜드
의 마케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지
닌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명품 하울 시청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는 명품 하울 시청자라는 집단에 대한 이해를 넘어 패션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수용하는 집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하지만 연구에 있어 연구자의 판단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는 점과 질적연구로 인해 명품 하울을 시청하고 댓글을 작성하
는 모든 시청자를 포괄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
계를 지닌다. 또한 콘텐츠 제작 및 수용의 경계가 미미한 현대 미디어 환
경에서의 명품 하울에 대해 시청자에 한하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명품 하울 제작자도 함께 
살펴보는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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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ontents of luxury haul produced on the  

Youtube so identify the perception on luxury haul by viewers, their relations 

with a vlogger and psychological experience they feel after viewing luxury 

haul. Now, fashion products are being exposed in various ways along with 

the growth of online visual media, hence, the research intended to provide 

data to be used for forecasting consumers' reactions to fashion hereafter. 

  As literature research, the study investigated a tendency of a V-log 

market, luxury haul and the social media user mentality. Besides, it 

conducted a case study for 40 domestic and foreign luxury haul videos 

arranged in order of hits when searching '명품 하울’ or ‘luxury haul’ on 

the Youtube. Luxury haul may be divided into the informative and 

entertainment types according to modes that message is delivered and each 

type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Comments is a device by which viewers can 

communicate with a vlogger and other viewers and plays a role of 

establishing a sense of bond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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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th interviews were done for females in their 20s-30s who had 

experience in viewing luxury haul voluntarily. Finding on the perception on 

luxury haul by viewers, their relations with a vlogger and psychological 

experience through luxury haul are as follows. 

  Firstly, viewers are aware of luxury goods by personal and social 

influences and have perception on a luxury owner different from age 

and attitude of an owner and intimacy with a viewer regardless of 

products. Furthermore, after viewing luxury haul, they experience a 

positive or negative change in their attitude on a luxury brand and as 

for luxury haul they have both perceptions that providing information is 

important as a source of information and delivering pleasure is 

important as an entertainment. 

  Secondly, entering into a relation with a vlogger begins when viewers 

feel perceived intimacy or trust from the vlogger. Viewers who perceived 

such attributes form a relations with the vlogger by viewing a video 

constantly or writing a comment. When such a relation is established, 

viewers are influenced by consumption propensity and taste, person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vlogger. 

  Finally, viewers experience a vicarious satisfaction or relative 

deprivation from luxury haul. The vicarious satisfaction includes one by 

goods and one by behaviors of the  vlogger and factors of the vicarious 

satisfaction vary as viewers' economic, geographical and temporal 

conditions preventing them from purchasing luxury goods. On the other 

hand,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comes to be felt when viewers 

perceive difference in  financial power or regard their looks as inferior 

and it may be manifested more strongly when the vlogger is about the 

same age as viewers. 

   Based on above, findings about viewers of luxury haul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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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viewers of luxury haul engage in its video production by expressing 

their opinions about elements of its contents and functions through 

comments. Secondly, beyond the indirect consumption of luxury goods, 

viewers consume a lifestyle of the vlogger in an indirect manner. Thirdly, 

mentality of viewers varies as the involvement in luxury goods and the 

vlogger. The higher involvement in luxury goods viewers have, the more 

they feel the vicarious satisfaction, and the higher involvement in the 

vlogger viewers have, the more they feel the relative deprivation. Here, 

involvement in the vlogger refers to a sensitive reaction to the vlogger by 

viewers, and the sensitivity is extended to doubts and also negative feelings 

are expressed, causing the relative depriv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ncreased academic understanding 

on luxury haul by classifying its contents and expanded researches on 

indirect consumption by empirical analysis on viewers. Moreover, as fashion 

and beauty products are being exposed in a multilateral manner, it can 

suggest a direction for forecasting fashion consumer reactions hereafter. 

Key Words: Fashion Luxury Goods, Luxury Haul Contents, Viewers' 

Responses, Psychological Experience, Onlin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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