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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 속성 중 소비자들의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단서들을 실증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매장 이미지 등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지각하는 경험을 유형화하여 이에 따른 진정성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한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브랜드 유형을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로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지적 경험)의 정도에 따라 지각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각 속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셋째, 브랜드 유형(럭셔리 브랜드 vs. SPA 브랜드)에 따라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럭셔리 

브랜드 CHANEL과 SPA 브랜드 H&M을 선정하여 온라인 자극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는 20-30대 여성 표본으로 

제한하였으며, 최종 319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속성(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통)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브랜드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지적)에 대한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감성적 경험의 경우 모든 진정성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적 경험의 경우에는 특히 독창성 

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다. 인지적 경험의 경우 진실성 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일관성 및 신뢰성의 경우 소비자들의 브랜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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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선호 및 

충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영향력이 작았다. 독창성의 경우 브랜드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브랜드 선호 및 충성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성은 브랜드 가치 지각과 

선호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 충성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성은 브랜드 가치 지각, 브랜드 선호 및 

충성 모두에 영향력이 매우 높은 속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전통 

속성의 경우 브랜드 가치 지각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브랜드 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SPA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가치 지각에 대해 독창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진정성 

지각 속성과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권위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은 브랜드 충성을 이끄는 데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성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를 적용시키고 일반화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실증 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브랜드 경험을 유형화하여 각 개인이 경험을 

지각하는 내용과 브랜드 진정성 지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체험 경제 시대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두 키워드 '경험'과 

'진정성'에 대하여 통합하여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학문적으로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감성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였다.  

셋째, 현 의류산업이 크게 두 흐름인 고가의 하이엔드와 저가의 

패스트 패션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두 브랜드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이전 연구가 주로 주류나 관광학 분야, 특히 럭셔리에 

대하여 다루어졌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할 

때, 진정성을 지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속성별로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브랜드 유형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브랜드 진정성, 브랜드 경험, 체험 마케팅, 브랜드 태도, 럭셔리 

브랜드,  SPA 브랜드 

학  번 : 2014-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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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1세기에 이르러 겉치레의 시대는 가고 진정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거짓과 과장이 난무하는 과잉의 시대에 소비자들은 본질적인 것들에 대

한 갈망과 함께 진실된 마음, 즉 진정성에 목말라 하고 있다. 2006년 미

국에서는 8대 비즈니스 트렌드의 하나로 진정성을 선정하였으며(서상우, 

2010), 덴마크의 미래학자 Rolf Jensen(1999) 역시 5~10년 후 체험 

경제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며 핵심키워드로 진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적에서 소비자 트렌드의 첫째로 진정성을 꼽

았으며(김난도, 2012),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정성을 내세우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장대련, 2008). 최근 국내 경영연구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왜 기업의 진정성에 주목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였으

며,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 기업도 새해의 키워드로‘진정성'을 꼽는 등 

각각의 조직에서도 진정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고 있

다(서울경제, 2012).  

오늘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사느냐 하는 문제인 제품과 어떻

게 사느냐 하는 문제인 서비스가 충족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기억될 만한 경험이 얼마나 진짜로 인식되는지가 더욱 중요

해 보인다(Gilmore and Pine, 2007). 산업 경제(Industrial Economy)

시대인 약 50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은 높은 품질의 재화를 원했고, 소

비자의 만족 양상은 양적인 만족과 기능적 만족의 양상을 보였다. 이후 

서비스 경제(Service Economy)시대에는 재화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서

비스가 부각되는, 서비스 만족으로 이행하였다. 현대의 체험 경제

(Experience Economy)시대에 들어서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점점 

더 높은 질을 기대하는 체험적 만족으로 이행하고 있다(Gilmo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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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2007). 

이렇듯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소비자들은 개인적이고, 복잡하며, 

매우 독립적이고, 자신의 취향과 행동에 대해 잘 알며, 국적·나이·인

종 ·소득 등을 초월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구매가 스스로의 자아 이

미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경험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원하고 있다(Lewis, D., & Bridger, D., 2000).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일관되고 확고히 자기 정체성에 충

실하여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노력하였을 때, 소비자들은 이를 자신

의 체험에서 공감할 수 있으며 비로소 진정성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정성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다. 미래학, 경영학, 마케팅 등의 제 분야 일각에서는 소

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앞으로 진정성의 시대가 올 것임

을 이미 예언한 바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

는 이유는 신뢰의 위기, 체험경제로의 진전, 리얼리티의 중요성, 정보 매

체의 발달 등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김난도, 2012).  

여기서 말하는 체험 경제는 의미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의미라는 상징적 가치의 힘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만

큼 강력하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럭셔리 제품을 소비하게 하는 힘도 이

러한 '의미의 독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의미 자체를 매우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 마케팅에서 진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은 브랜드이다. 이

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마케팅에서 브랜드의 위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업들

이 브랜드를 통해 상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2000년대 들면서 한 제품 카테고리에 너무 많은 브랜드가 

존재하면서 브랜드 및 제품 차별화 정도가 감소하였고, 소비자들의 브랜

드 인지도 및 충성도 하락이 이어졌다. 이처럼 현대 소비자들에 대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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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브랜드 관계에서 진정성의 중요성

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이은영, 2012). 이러한 시점에서 브랜드-소

비자 관계에서 진정성을 획득한 브랜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서상우, 2013).  

그러므로 ‘진정성 있는 기업’(authentic enterprise)이 되는 것이야 말

로 앞으로 살아 나가야 할 기업의 절대적인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Arthur W. Page Society, 2007). 기업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

라 진정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가 어떠한 브랜드 속성에서 진

정성을 느끼는지 제대로 파악해야만 한다. 최근 마케팅 연구에서는 소비

자가 느끼는 진정성의 여부는 주관적이므로 마케팅만을 통해서 믿을만한 

제품이라고 주장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Gilmore and Pine, 2007). 한 

예로, 소비자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던 TV 광고 전략이 

오히려 지나친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 진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Beverland, 2006). 이렇듯 진정성은 기업이 밝히는 것이 

아닌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진정성을 발견하고, 제품이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도록 유도해야만 하는 것이다(임혜선, 2013). 따라

서 기업은 체험 경제 시대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의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주는 브랜드 속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적절한 방법으

로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체험 마케팅이다. 

이것은 기존 마케팅과는 달리 소비되는 분위기와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라

고 할 수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 Schmitt(2003)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감각에 호소하고 가슴에 와 닿으며, 자신의 정신을 자극하는 제

품,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을 원한다. 고객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

는 제품과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캠페인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

기도 했다. 2004년 11월 한국을 방문하여 한 강연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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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마케팅이 겉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고객 배려 측면이 아직 부족

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각 경험의 접점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공하며 진정성 

지각 속성의 차이를 브랜드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비자를 배

려하여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특히 패션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 이러한 

브랜드 진정성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가의 

럭셔리 제품을 소비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의미의 독점'에서 나오는 것이

기 때문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비싼 가격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진정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브랜드의 신뢰와 호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선행 연구들이 꽤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제 각기 고

유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 번 정한 브랜드 컨셉을 지속적으

로 이끌고 나간다. 컨설팅 회사 올리버와이만 코리아의 신우석 상무는 '

진정성이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집요

하고도 철저한 노력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역사와 전통 속

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럭셔리 브랜드의 사

명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와 전통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니고 있다

고 여기는 럭셔리 브랜드만이 진정성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모든 브랜드들은 각기 그 브랜드 특성에 맞는 고유한 진정성 속성

이 있을 것이며 소비자들은 모든 브랜드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다. 현

재 한국 패션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SPA 브랜드 또한 예외

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마케터 입장에서 브랜드 특성이 뚜렷한 패션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를 선정하여 진정성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패션 업

계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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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호하도록 어필해야 하는 진정성 속성은 비록 다를 것으로 예상하지

만 소비자에게 진정성을 어필해야 하는 마케팅적 상황은 모두 동일하다

고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브랜드 속성 

중 소비자들의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단서들을 실

증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제품이나 매장 환경 등 브랜드

를 경험하면서 지각하는 각각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지적)에 따라 

진정성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한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로 브랜드 유형을 각각 

달리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성 속성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대 사회 기업들에게 의

미 있는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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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이 브랜드 경험 이후, 이전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을 지각하여 브랜드를 진정성 있다고 평가하는

지 검증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진정성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데에 본 연구의 학문적 목적이 있다. 

둘째, 브랜드를 접하는 경험 내용을 유형화하여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

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진정성을 지각하는 경험 내용 정도에 따라 브랜드 

진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는 마케터들이 소비자

들의 진정성 지각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때 전략적 사고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의 

두 가지 브랜드 유형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진정

성 지각 속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는 브랜드 유형에 따라 

소비자 욕구가 다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진정성 지각 전략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목적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진정성의 의미와 브랜드 진정성 개념, 

브랜드 경험 및 체험 마케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더불어 지

각된 진정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관련된 럭셔리 브랜드

와 SPA 브랜드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함께 고찰한다. 이어서 연구 방법의 

설계 및 설문조사 방법, 결과 해석과 결론 및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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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브랜드 경험 내용 정도에 따른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브랜드 진정성에 대

한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체험 마케팅과 관련하여 브랜드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브랜드를 경험하는 내용을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더불어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의 진

정성 지각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각각의 브랜드 특성에 관한 선

행연구를 고찰한다. 최종적으로 브랜드를 지각하는 경험 내용 정도에 따

른 진정성 지각 속성의 차이, 브랜드 진정성 지각 각 속성이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는 최종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브랜드 진정성 

 

본 절에서는 진정성의 의미와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진

정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성의 

속성들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진정성의 의미 

 

우선 진정성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 ‘참된 사정’을 뜻하는 

진정(眞情)이며, 다른 하나는 거짓이 없이 참되다는 의미의 '참된 성질 

또는 속성'을 뜻하는 진정(眞正)이다(국립국어원). 소비자가 원하는 

진정성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의 어원은 그리스 철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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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 것으로 '너 자신 그대로(To thine own self to be true)'라는 

의미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괴리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또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Harter, 2002)는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 신념을 지니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성 관련 선행 연구 중 먼저 국외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MacCannell(1973)은 진정성을 자연적, 원시적이고 좀더 전통적인 

과거와 관련된 것으로 독창적(original)이며 각색되었다(staged)고 

표현하였고, Cohen(1988)은 ‘개인의 이상, 환상, 전형, 기대(Harter, 

2002) 등이 사물이나 경험에 투영된 것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지각된 품질이라 정의 하였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핵심가치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었다(Erickson, 1994). 

(Culler, 1981)는 진정성을 상징적(symbolic), (Wang, 1999)은 

실존적(existential), Fine(2003)은 신실한(sincerity), 

순수한(innocence), 독창적(originality)이라 하였으며, Boyle(2003)은 

자연적(natural), 정직한(honest), 단순한(simple and unspun)으로 

정의 하였다. Grayson and Martine(2004)은 진정성을 

지표적(indexical), 성상적(iconical)이라 하였으며, Beverland(2006)는 

진실한(sincere)으로 표현 하기도 하였다. 이들 대부분 연구에서 

진정성이란 의미는 '진실(truth), 진짜(reality), 진품(genuineness)'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ndix 1992; Beverland 

and Farrelly, 2010; Costa & Goldman and Papson, 1996; Grayson 

and Martinec, 2004; Kennick, 1985; Peterson, 1997; Phillips, 1997).  

한편 마케팅적 관점에서 Kernis(2003)는 상업적 동기에 

기초하기보다 소비자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Kates(2004)는 하위문화 소비맥락에서 인지적 정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의 측면으로, 소비자 개인적인 지각뿐만 아니라 하위문화 공동체 

내 요인이 있을 때 진정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Dickinson(20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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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비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김홍중(2009)은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으로 삼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김상훈(2014)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수용하거나 믿을 가치가 있는 

것, 원래의 것(original)과 일치해 그것으로부터 핵심적인 요소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것, 가짜나 모방이 아닌 것, 고유한 특성, 정신, 

개성의 참됨, 사실과 일치하여 믿고 의지할 가치가 있는 것, 그 

기원이나 출처가 공인된 것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객관적인 사물에 의해 정의될 수도 있고 그 사물에 투영된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정의 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 마케팅적 관점으로는 박성현(2012)의 경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본질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고 

진품, 진실, 약속된 비즈니스 수행과 소비자들의 영원한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서상우(2010)는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각하는 성질의 하나로 브랜드 연상의 일종’이라 

하였으며, 즐거움을 얻기 위한 소비자의 동기로 행위 과정을 통한 

경험적 관점에서도 이를 정의하고 있었다(서상우, 2013). 진정성 정의 

관점을 정리하면 <표 2-1>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서상우, 2013).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의 

개념을 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속성으로 여기고, 소비자와 

마케터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통하여 대상에 부여된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브랜드 진정성'을 다음과 같이 ‘브랜드 

경험 이후 소비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브랜드가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여 진실성과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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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진정성의 정의 관점 (서상우, 2012, 184p) 

 
objective constructive existential 

대상 객관적 사물 소비자의 주관적 해석 
행위 과정을 통한 

경험 

원천 사물(object) 자신(self) 공동체(community) 

연구자 

MacCannell, D. (1973) 

Grayson & Martinec 

(2004) 

Goffman, E. (1959) 

Brown et al.(2003) Leigh et al.(2006) 

Chhabra, D. (2005) 

 

2.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 

 

진정성을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이은영, 2012). 사실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

의 요구는 몇 백 년 전부터 존재하였지만(Grayson and Martinec, 

2004), 마케팅에 진정성의 개념을 결합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관광학

(Tourism) 분야였다(Bruner, 1994; Chronis and Hampton, 2008; 

Costa and Bamossy, 1995; Kolar and Zabkar, 2010; MacCannell, 

1999; Reisinger and Steiner, 2005; Waitt, 2000). 이는 당시 관광지나 

박물관, 민속촌 같은 옛 유적 등을 재현해 놓은 가짜 체험 속에서 소비

자들이 진정성을 찾아내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Grayson and Martinec, 

2004).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진정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소비 시 지각하는 진정성(Rose and Wood, 2005), 커뮤니

티 일원으로서 하위 문화 맥락의 소비 시 느끼는 진정성(Leigh et al., 

2006),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광고(Beverland et al., 2008)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서비스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의 진정성이 서비

스 품질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연구(김상희, 2009; 윤만희, 

2010), 공익 연계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CRM)분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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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진정성 지각의 역할(오만덕, 2009)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 진정성 지각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브랜드 진정성 관

련 속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이은영, 2012). Beverland(2006)는 

고급 와인 제품을 통해 진정성 속성을 규명하였고, 이를

Alexander(2008)와 Liao & Ma(2010) 등이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Gilmore and Pine (2007)은 기업의 브랜드 진정성을 연출하는 5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Alexander (2009)의 연구에서는 진정성 하위 차원

들이 제품 특성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몇 가

지 속성들은 직접적으로 진정성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속성들이 보다 잘 

부각될 수 있도록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패션 브랜드 진정성의 속성과 척도 개발(서상우, 

2010), 진정성 지각의 선행 변수와 결과 변수에 관한 연구(이은영, 

2012), 브랜드 진정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박성현, 2012), 브랜드 

진정성 내부 구조 확인 및 브랜드 애착, 몰입, 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서상우 2013) 등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과 진정성 

구조,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진

정성을 연구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은 학문적 관심 부족을 계속하여 지적

하고 있는데(Alexander, 2009; Bruhn, Schoenmüller, Schäfer & 

Heinrich, 2012; Seo, 2012; Su, Yoo & Kim, 2014; Youn, Oh & Lee, 

2016), 특히 진정성과 관련하여 철학,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Wang, 

2011)에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마케팅이나 소비자 분

야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Bruhn et al., 2012; 

Youn, Oh & Lee, 2016).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Youn, Oh & Lee, 2016). 첫 번째 관점은, 진정성이 복잡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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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구조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혹은 브랜드 카테고

리에 따라 그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며(Su et al, 2014), 두 번째 관점

은 진정성 자체는 단일차원이며 진정성의 선행변수로 다양한 브랜드 속

성이 존재하고, 소비자 혹은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라 선행변수의 영향력

이 달라진다는 것이다(Beverland & Farrelly, 2010; Kim, Park, & Lee, 

2014; Schallehn, Burmann, & Riley, 2014; Youn, Oh & Lee, 2016).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첫 번째 관점으로 정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진정성의 하위차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Alexander, 2009; Beverland, 2005a; Leigh, Peters & 

Shelton, 2006, Youn, Oh & Lee, 2016).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선행연

구의 브랜드 진정성 정의가 모호하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마케팅 관점

에서 볼 때 비실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eo and Lee, 2013; 

Youn, Oh & Lee, 2016). 또한, 브랜드 카테고리와 상황에 따라 브랜드 

진정성 개념과 구조를 새로 밝혀야 한다는 것은 학문적 측면에서도 비효

율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Youn, Oh & Lee,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관점에 따라, 소비자가 브랜드의 진정

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브랜드 속성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이야기한 속성을 토대로 국내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정량적으로 조

사하고,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속성이 무엇

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외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다루었

던 브랜드 진정성의 결정적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에서 이야기 한 브랜드 진정성 결

정 속성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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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외 연구에서의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 
연구자 

1 Heritage 
Brown et al., 2003; Penaloza, 2000; Postrel, 2003, 

Beverland, 2005; Napoli et al, 2013 

2 Nostalgia 
Beverland et al., 2008; Chhabra et al., 2003; Pocock, 1992; 

Postrel, 2003 

3 
Cultural 

symbolism 

Belk, 1988; Elliott & Wattanasuwan, 1998; Holt, 2004; 

Kates, 2004, Morhart, et all 2014 

4 Sincerity 
Beverland, 2005; Fine, 2003; Holt, 2002; Thompson et al., 

2006; Trilling, 1972; Wipper furth, 2005, Napoli et al, 2013 

5 Craftsmanship 
Beverland, 2006; Carroll & Swaminathan, 2000; Fine, 2003; 

Postrel, 2003 

6 
Quality 

commitment 
Beverland, 2005; Gilmore & Pine, 2007, Napoli et al, 2013 

7 
Design 

consistency 

Beverland, 2006; Beverland et al., 2008; Brown et al., 2003; 

Kozinets, 2001, Bruhn, et all, 2014, Schallehn, et all 2014, 

Morhart, et all 2014 

 

<표 2-3> 국내 연구에서의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 
연구자 

1 품질리더십 서상우, 2012 

2 권위성 이상덕, 2014; 김상훈, 2014; 서상우, 2012 

3 일관성 
서용구, 2014; 김상훈, 2014; 임혜선, 2013; 유선욱, 

2013; 서상우, 2012 

4 지역반영성 김상훈, 2014; 임혜선, 2013; 서상우, 2012 

5 전통성 김상훈, 2014; 임혜선, 2013; 유선욱, 2013; 서상우, 

2012 
6 윤리성 김상훈, 2014; 서상우, 2012 

7 자연성 최정민, 2015; 김상훈, 2014, 임혜선, 2013 

8 유행반영성 이상덕, 2014; 김상훈, 2014; 임혜선, 2013; 

서상우,2012 
9 비대중성 서상우, 2012 

10 진실성 서용구, 2014; 이상덕, 2014; 유선욱, 2013 

11 독창성 최정민, 2015; 이상덕, 2014, 임혜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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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주는 브랜드 속성을 

개념상 구조화 하였을 때, 패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핵심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통 총 5개 변수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선행 연구에서 밝힌 브랜드 진정성 속성들이 각각의 5개 변수에 어떻게 

적용되어 범주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관성 및 신뢰성  

 

일관성 속성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브랜드 진정성의 요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속성으로(김상훈, 2014; 이상덕, 2014; Schallehn et al 

2014; 서상우, 2012; Spiggle et al, 2012) 패션 브랜드의 경우 소재, 

색상, 로고, 스타일, 광고,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변함이 없고 유지되는 브랜드의 일

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약속한 것을 지키고 믿을 수 있다고 여

겨 브랜드 신뢰 또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속성은 국외 선행 연구 중 Beverland(1999) 연구에서 고급 와인 

브랜드 진정성 속성에서 나타난 '스타일 일관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정

성 있는 브랜드는 디자인이나 감각적 요소를 통해 스타일의 일관성을 지

켜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Spiggle et al., 2012). 특히 국내 연구에서

는 이 속성을 제품의 특성과 연결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품질 리더십'

과 같이 ‘제품 품질의 일관성'이나 '생산 방식의 일관성'이 이를 잘 설명

해준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광고, 매장의 환경, 분

위기 등 각종 마케팅 방식에 있어서도 진정성 결정 속성으로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상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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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창성 

 

독창성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유의 가치와 뚜렷한 정체정을 드러내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의 핵심적 아이디어는 지속시키되 

끊임없이 이를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Spiggle, 

et al, 2012, Youn, Oh & Lee, 2016).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품의 기능

적 측면에서만 만족을 느끼지 않으며. 새롭고 독창적인 제품들이 소비자

의 눈길을 끌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수익을 얻는다(Creusen, 1998). 특히 

패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유 가치가 곧 브랜드의 영혼이

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유지되지 못할 때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Beverland, 2005; Youn, Oh & Lee, 2016). 따라서 브랜드의 

개성 추구와 타 브랜드와 구별되는 뚜렷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패션 브

랜드의 진정성 지각에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이는 국내 선행 연구

에서 이미 다른 브랜드와 확연히 차별화되어 구분되고, 제품이나 기타 

측면에서 원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패션 브랜드 진정성을 구

성하는 주요인으로 파악되었다(서상우, 2012). 또한 특정 제품이나 마케

팅 혹은 생산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한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진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서상우, 2012). 

  

3) 권위성 

 

권위성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희소성이 높고 

비대중적이며 과시 성향을 드러내는 속성을 의미한다. 패션 브랜드의 경

우 브랜드의 상징적 기능이 매우 높아 실제로 과시적 소비나 자신의 지

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패션 제품과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이 존재한다(Mason, 1992). 또한 국내연구에서 브랜드나 브랜드의 제

품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진정성을 지각하

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2014; 서상우, 2012).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널리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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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 더욱 높은 소비 가치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상우(2012)는 그의 연구에서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제품과 브랜드의 

특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속성을 포함하는 차원으로 권위성을 채택하

기도 하였다.  

 

4) 진실성 

 

진실성은 패션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얼마나 진실하게 

느껴지는지를 드러내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가 '허구의

(artificial)', '피상적인(superficial)'으로 인지되기 보다 '진짜의(real)', '

정직한(honest)'으로 받아들여질 때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Grayson & Martinec, 2004; Peterson & Anand, 2004). 브랜드가 제

시한 정보에 대한 진실성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내세우는 가치가 허구

가 아닌 진짜인지, 피상적이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들은 브랜드 

진실성 여부를 평가하고 진정성을 지각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의 윤리

성이나 사회적 책임 등 상업적 가치에 대한 거부를 통해 실현되거나 얼

마나 도덕적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진정성을 지각하도록 할 수 있다(Beverland & Farrelly, 2010). 

 

5) 문화와 전통  

 

문화와 전통 속성은 브랜드의 전통성 혹은 브랜드 유산과 관련된 속성

으로 주로 주류나 패션 제품과 같이 경험재를 다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국외 선행 연구에서 진정성의 하위 차원으로 거론되었던 heritage, 

nostalgia, cultural symbolism, craftmanship을 내포하는 속성으로 이

해 할 수 있다. 이는 제품의 스타일, 제작 방식, 브랜드의 스토리가 특정

한 시기나 장소와 문화적인 연관성이 있거나(Grayson & Martinec, 

2004; Sppigle et al., 2012),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과 연관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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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Gilmore & Pine, 2007; Youn, Oh & Lee, 2016). Gundlach 

and Neville(2012)은 장인 정신의 오랜 계승이나 원산지 생산지에 대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연상 역시 브랜드가 가진 유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Youn, Oh & Lee, 2016). 또한 국내 연구에서 패션 브랜드의 전통성을 

진정성 구성의 주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서상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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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브랜드 경험 

 

본 절에서는 브랜드 경험의 의미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체험 마케

팅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경험 유형에 대하여 

고찰한 후, 본 연구에서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브랜드 경험의 내용

을 유형화하여 브랜드 진정성 지각과 연결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브랜드 경험 및 체험의 개념 

 

경험 또는 체험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이진용, 

2003). 그 중 하나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마

케팅 관점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친근감과 제

품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전문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

다(Alba & Hutchinson, 1987).     

마케팅적 관점에서의 경험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를 

탐색할 때, 혹은 이를 위해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제품 및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시점에서 경험(experience)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이진용, 2003; Richins, 1997; Schmitt, 1999; Brakus et al., 2008; 

Holbrook, 2000). 예를 들어, 제품 경험(product experience)은 소비

자와 제품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직접적 

상호작용, 개인의 심리적 변화, 개인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고 할 수 있다. Robinette, Brand, and Lenz(2003)는 이러한 소비의 경

험을 교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조직체와 소비자가 감각적 자극, 정보, 

감성을 교환하는 접점들의 집합으로 보기도 하였다. 경험은 감성적, 감

각적 접근을 의미하기도 하고(Pine and Gilmore, 1999), 브랜드의 사용

(trial) 혹은 소비활동에 의한 직접 경험을 의미하기도 하며(Smi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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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yard, 1982, 1988), 소비시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속성을 이

야기하는 경험적 속성, 혹은 해당 제품을 아예 경험재로 분류하여 이야

기할 수도 있었다(Nelson, 1970). 특히,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적당히 혼재되어 있었다(Holbrook and Hirshman, 1982; 

Schmitt, 1999).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험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적 정의와 특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를 정리하

여 보면 소비자의 관찰과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주관적이며 행동적인 반

응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Holbrook and Hirschman1982; Nelson 1970; 

Pine and Gilmore 1999). 

한편,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 중 전통적 마케팅 관점에서 살펴본 것들

은 주로 실용재 속성이나 범주를 토대로 연구되어 왔다. 기존의 마케팅

은 상품의 기능과 품질, 서비스 편익 등에 그 중심적 가치를 두었는데 

오늘날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가치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가치로서의 경험(experience)'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경쟁이 아닌 ‘감동'과 ‘공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이석, 2003). 소비자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만 종종 

감정에 이끌려 움직이며, 소비 경험을 통하여 때때로 환상과 느낌, 그리

고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신상무, 김도훈,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로서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현 흐름과 함

께 기업이 소비자에게 '브랜드'라는 자극을 경험 하도록 하는 브랜드 경

험(brand experience)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소

비자의 ‘브랜드 경험’이란 특정 브랜드와 관련한 특정한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소비자의 반응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소비

자 경험과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서문식, 조상리, 

2011;Brakus et. al, 2009) 그동안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색, 형상, 

서체, 배경디자인, 슬로건, 마스코트 등이 다양한 브랜드 관련 자극들(BI, 

포장, 광고, 브랜드 판매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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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er, 1987; Mandel & Johnson, 2002; Meyers Levy & Peracchio, 

1995),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 하지 

않아 왔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브랜드 경험의 측정과 관련

된 개념들을 소개하는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rakus et al., 

2009; Schmitt 2003; Smith & Wheeler, 2002). 이들 연구에서는 브랜

드 경험을 전통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철학, 인지과학, 마케팅 

등 보다 넓은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마케팅 영역에서 소비자에

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경험한 후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념을 형

성하거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는 연구와 같이(이지은, 2010), 

가치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브랜드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참된 가치를 지각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체험 마케팅에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브랜

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체험 마케팅과 브랜드 경험 내용 구분 

 

체험 마케팅이란 체험을 마케팅의 핵심으로 여기는 마케팅을 의미하며 

마케팅과 대중문화의 합일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마케팅에서 경험적

(experiential)/쾌락적(hedonic) 접근방법은 1980년대 초부터 제시되어 

왔지만(Hirschman & Holbrook, 1982), 체험마케팅은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Hirschman & Holbrook (1982)은 소비자행동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

는 정보처리 모델과 대조해서 소비의 상징적, 쾌락적, 미적 측면을 강조

하는 경험적(experiential) 모델을 제시했다. 이러한 모델은 과거의 정

보 처리적 접근 방법이 잘 다루지 않아왔던 여가 활동들, 소비자 미학, 

상징적 의미, 다양성 추구, 쾌락적 반응, 몽상, 창의성, 정서, 예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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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비슷한 개념으

로 쾌락적 접근방법을 제시했는데 쾌락적 소비를 제품사용 경험과 관련

된 다양한 감각, 환상, 정서와 관련된 소비로 정의 내렸다.  

 

<표 2-4> 전통적 마케팅과 체험 마케팅 (우예슬, 김개천(2012), 126p) 

전통적 마케팅 체험 마케팅 

·기능상의 특징과 편익에 초점 

·고객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 

·분석적/계량적/언어 중심적 수단과 도구 사용 

·기술 주도적이며 이성적-특징과 편익에만 의존 

·결정된 내용 실행하는 것에 초점 

·고객 체험 중시 

·총체적 체험으로서의 소비 

·고객은 이성적이면서 감성적 

·다각적인 마케팅 수단과 도구 

·기업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수립 

·사용과 구매, 재구매를 유도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전통적 마케팅관리에서는 브랜드 경험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성적, 인지적, 정보처리적 관점에 치우쳐 주로 기능

적 혜택만을 강조하였던 반면, 현대 마케팅 관리에서는 Hirschman & 

Holbrook (1982)과 같이 경험적 관점을 중심으로 소비의 감성적, 상징

적, 쾌락적, 미학적 요소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적 

혜택만 핵심적인 브랜드의 메시지로 삼던 제품 군에서도 경험 제공을 위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Schmitt, 1999), 이러한 경험적 

관점은 과거에 비하여 광고,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등을 훨씬 세련되도

록 하였고 이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체험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연구는 Pine & 

Gilmore(1998)의 '체험 경제 Experience Economy' 연구로써 체험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천덕희, 2013). 체험경제 

연구는 관광산업의 체험에 적합한 모델에 관한 관심으로 관광분야 체험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Oh, Fiore & Jeoung, 2007; Quadri-

Felitti & Fiore, 2012; Williams, 2006), 체험의 '진정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체험(Experience)'을 상품과 서

비스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이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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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체험경제를 제안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생산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겪게 되는 

체험을 진정한 의미의 체험이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상

품을 범용품, 제조품, 서비스, 체험으로 나누고 인상적이고 독특한 체험

을 연출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공

간적 특성(absorption vs. immersion)과 소비자의 참여도(active 

participation vs. passive participation)에 따라 구분했는데, 경험을 느

끼는 소비자가 물리적으로 공간의 일부가 된 상황을 함입(absorption), 

공간과 분리되었으나 정신적으로 집중한 상황을 몰입(immersion)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 참여수준에 따라 적극적 혹은 소극적 경

험으로 나누고,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따라 미학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 교육적 경험(educational experience), 오락적 경험

(entertaining experience), 현실도피적 경험(escapist experience)의 

4 가지의 경험 유형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Schmitt(1999)는 브랜드의 실제적 관리 측면에서 체험 마

케팅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하는데 기여하였다(김우성, 2007). 그는 그의 

연구에서 체험마케팅과 전통적 마케팅과의 차이, 체험의 5가지 유형, 체

험과 관련된 구조적, 전략적, 조직적 이슈들, 전략적 틀로서의 고객체험

관리(CEM: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등에 창의적인 의견

과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갖는 체험을 감각(sens),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

(act), 관계(relation)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략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이라 명명했다(Schmitt, 

1999, 2003). 그는 이 5가지 유형의 경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총

체적 경험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소비자

의 반응을 체험마케팅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관찰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품의 기능적 편익만

이 아닌 제품의 총체적인 경험(holistic experience)을 소비자에게 전달

한다면 강력한 고객충성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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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보는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은 정보처리와 이성적 접

근방법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마케팅의 주류적 접근방법과 감정, 즐거움, 

환상 등을 중시하는 경험적/쾌락적 접근방법(Hirschman & Holbrook, 

1982)을 통합한 하나의 절충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 2-

5>는 Schmitt(1999)가 이야기한 5가지 경험 유형과 관련하여 선행연

구들에서 경험 및 체험을 이해하는 접근방법을 분류하여 이해하기 쉽도

록 정리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경험 유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흐름의 Schmitt(1999)와 Pine and Gilmore(1998)의 분류법

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Sands et al.(2007)은 Schmitt(1999)

의 분류는 브랜드 경험을 새롭게 창출하는 경우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며, 

Pine and Gilmore(1998)의 분류법은 유통 체험을 분류할 때 적합하다

고 하였다(이재석,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

해 Schmitt(1999)의 분류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표 2-5> 경험/체험에 관한 접근방법들의 분류 (김우성, 2007, 91p) 

관점 접근 방법 

강조 

되는 

경험
*
 

유형 

대표적 

관련 연구 

경험적 브랜드 

 개념으로  

다루는 관점 

브랜드 개념적 접근방법: 기능적, 상징

적(이미지), 경험적 브랜드 중 감각적 

즐거움, 다양성 추구, 인지적 자극과 

관련된 경험적 브랜드 

감각, 

인지, 

행동 

Park et al., 

1986 

Tybout & 

Carpenter, 

2001 

행동으로  

보는 관점 

1) 구매 전 검색 또는 사용으로 보는 

접근방법: 구매를 위한 평가를 위한 

직접적 사전 검색 또는 사용으로서의 

체험 

2) 정보탐색적 접근방법: 탐색적, 경험

적, 신뢰적 속성 중에서 직접 사용과 

관련된 경험적 속 

3) 소비자 문제 처리 형태로서 보는 

접근방법: 인지, 감성, 행동 중 행동을 

체험으로 취급 

행동 

Wright & 

Lynch, 1995 

Singh et al., 

2000 

Nelson, 

1970 

Darby & 

Karni, 1973 

Zeithaml & 

Bitner, 2000 

Kell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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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중심적 

행동으로  

보는 관점 

1) 감성을 강조하는 행동으로 보는 접

근방법 

2) 즐거움, 감동적인 기억, 쾌락으로서

의 경험을 강조하는 접근방법: 

a) 온라인에서의 빠져듬으로서의 경험 

b) 경제 또는 상품 유형의 진화의 단

계로서의 체험 

 

c) 즐거움, 쾌락, 환상으로서의 경험 

감성, 

행동 

Ribinette et 

al., 2003 

Hoffman & 

Novak, 1996 

O'Sullivan & 

Spangler, 

1998; 

Hirschman & 

Holbrook, 

1982; Addis 

& Holbrook, 

2001 

총체적  

체험으로  

보는 관점 

총체적 체험으로 보는 접근방법: 감각, 

인지, 감성, 행동, 관계의 5가지 고객 

체험 유형들의 통합으로서의 체험 

5가지  

유형 

전체  

Schmitt, 

1999 

* Schmitt(1999)가 제시한 5가지 유형의 체험: 감각, 인지, 감성, 행동, 관계 

 

Schmitt(1999)의 전략적 체험 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SEMs)에서의 5가지 경험 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각적 경험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5감을 자극하여 소비자에게 미학적 

즐거움과 흥분감, 아름다움, 그리고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감성적 경험 

 소비자의 감성적 체험을 위해 그들의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가벼운 감정에서부터 즐거움과 자부심 같은 강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브

랜드와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의 느낌과 감정을 의미한다.  

 

3) 인지적 경험 

 놀라움, 호기심, 흥미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수렴적 혹은 확산적 사고

를 하도록 유도하며, 창조적 인지력 혹은 문제 해결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성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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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적 경험 

 브랜드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과 함께 육체적인 체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관계적 경험 

 개인이 다른 사람, 다른 사회 그룹(직업, 윤리, 생활방식 등), 그리고 

국가, 사회, 문화와 같은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체

험을 이야기하며, 예를 들어, 브랜드를 통하여 이상적 자아, 타인, 문화 

등과 연결되거나 또래집단과의 소속감 혹은 동질감 등을 느끼도록 하여 

소비자의 자기 향상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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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브랜드 태도 

 

  본 절에서는 경험에 따른 진정성 지각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

비자들의 브랜드 태도 중 브랜드 선호, 브랜드 충성과 브랜드 가치 지각

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브랜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태도, 인지, 행동적 반응을 형성하도록 하

는데 이로 인하여 제품에 대한 선호와 비 선호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브랜드 태도(attitude toward the brand)란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가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려 

하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Allport, 1935), 소비자의 감성적 측면

을 반영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Goldsmith et al., 2000, Holbrook and 

Batra, 1987). Thurstone(1931)의 경우에는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

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의 양(amount of affect)으로 태도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태도를 인지적 요

소와 감정적 요소, 행동 의욕적 요소 등으로 파악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

며, 감정적 반응이 한 개인의 신념이라는 인지적 요소와 결부되어 행동

적 반응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이들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홍성도, 2004). 즉, 브랜드 태도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정도를 반영

하는 인지형태로서 브랜드에 대한 평가적 정보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매 반응을 특정 브랜드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Howard, 1994), 일단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면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 구매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장서연, 2015). Oliver(1997)는 브랜드 충성을 선호

하는 제품이나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깊

은 몰입이라고 하면서, 잠재적으로 전환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타 브랜

드의 마케팅 시도나 환경 요인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 브랜드를 재 구매 

하려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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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브랜드 경험과 이러한 태도를 연결시켜 

보았을 때, 우선 브랜드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총체적 경험

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을 형성하게 하는 출발점임을 밝힌 연구가 있다

(Morrison and Crane, 2007).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최근 기업들이 소

비자의 자사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브랜드에 대한 고

객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

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이지은, 2010). 이들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시킴으로써 높은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황윤용(2009)은 그의 연구에

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경험들을 유도

한다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재 구매 하거나 구전효과를 보

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황정인, 2013). 또한 이경렬(2010)의 

연구에서도 브랜드 매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증

대시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지게 하며, 특히 감성적, 관계적, 인

지적 경험을 크게 느끼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게 가진다

고 하였다(황정인, 2013). 브랜드 경험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

한 분야의 브랜드 경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유형을 확인하여 브랜드 

경험과 브랜드 선호도, 만족, 개성, 신뢰, 몰입, 그리고 충성도와 같은 브

랜드 태도에 대한 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Brakus, Schmitt, 

and Zarantonello, 2009; Ha and Perks, 2005; Lee and Kang, 2012; 

Iglesias, Singh, and Batista-Foguet, 2011; Morgan-Thomas and 

Veloutsou, 2011).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브랜드 경험 자체가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정서적 반응, 신념,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적 판단이기보다 특정 브랜드의 

자극들에 의하여 유발된 특정한 감각, 감성, 인지,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

기 때문에 경험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험에 대한 전

반적 태도는 전체 브랜드 경험의 일부분만을 내포할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황윤용, 2009).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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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했다고 해서 브랜드에 대해 바로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이 형성되

기 보다는 먼저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차별적인 지각이나 연

상,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가 구축된 다음에 브랜드 태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이지은, 2010).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차별적 연상을 가능하도록 하

고 이들 간의 관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브랜드 경험을 통한 

브랜드의 진정성 지각과 이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

업이 소비자의 감각과 감성, 감정에 호소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들이 그 브랜드의 일관성,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

통 속성 등과 같은 속성을 지각하여 브랜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면 

브랜드의 가치 지각과 태도에 대하여서도 호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

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진정성 지각을 행위 과정을 통한 경험적 관점

에서 이야기한 바 있으며,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적 평

가는 브랜드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감정적 유대감으로 생성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서상우, 이유리, 2013). 또한, 기업 명성 구축

에는 차별성, 진정성, 투명성, 가시성, 그리고 일관성 등 5가지 요소가 

공헌을 한다는 연구(Fombrum & van Riel, 2004)와 그 중 진정성이 명

성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reyser, 2009). 그만큼 소비자들의 진정성 지각은 기업 

명성을 구축하거나 이들 간의 장기적 관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브랜

드 태도에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CSR활

동의 진정성이 기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미영, 2012), 유통업체의 사회

적 책임 진정성이 기업명성과 재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경자, 

2013), 브랜드 진정성이 브랜드 명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상덕, 

2014), 브랜드 진정성이 브랜드 애착 및 충성에 미치는 영향(서용구, 

2014), 사회적 책임 진정성이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허경성, 2014) 등 브랜드 진정성이 기업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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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체험 경제 시대에 '가치로서의 경험'에 대한 주목과 함께 '상징

적 가치', '의미의 독점'과 같이 가치와 의미의 지각에서 진정성을 부여하

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 지각은 브랜드 경험과 브랜드 진정성 지각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종속변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의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소모되는 비용과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새롭게 

발생되는 효용 사이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는데(Zeithaml, 1988), 기대

했던 것보다 지각한 가치가 더 클 경우 고객은 높은 만족을 보이며, 이

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고객 감동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어 브랜드 충성이 

가능한 것이다(Pine & Gilmore, 1999). 또한 가치 지각이 고객만족의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품 구매 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을 강

조한 연구결과가 있으며(Oh, 1999; Chen & Chen, 2010),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Lucas, 2003; 

Musa, Pallister & Robson, 2005; Gallarza & Saura, 2006; 박동균, 

2003; 이혜련,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브랜드의 가치 지각은 만족도의 

주요한 선행요인으로서 브랜드 선호와 충성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브랜

드 태도에 대한 중요한 종속변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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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브랜드 유형 

 

본 절에서는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성 지각 속성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 변수로 브랜드 유형을 선정하여 패션 럭셔리 브

랜드와 SPA 브랜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 럭셔리 브

랜드와 SPA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진정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브랜드 속

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대상의 이러한 속성 차이에 

의해 브랜드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직 보편적이거나 일반화되

어 있지는 않다. 국외의 경우, Grossman & Shapiro(1988)는 럭셔리를 

특정상표 상품을 사용하여 소유자가 자신감이나 권위를 얻게 되는 상품

으로 정의하였고, Vigneron & Johnson(1999)는 소비자들이 단지 가격

이 비싸거나, 최첨단 기능을 갖추었거나, 희소한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그치기 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럭셔리라고 정의

하였다. 국내의 경우, 럭셔리의 의미는 오랫동안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해외에서 생산된 유명한 제품이라고 정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최선형, 

2001; 김광수ㆍ김미승, 2002), 품질이 좋으며, 세련되고 품위 있는 디

자인을 가진 제품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최선형, 2003). 성영신

(2004)은 ‘일반 제품과는 다른 고 가격의, 해외 유명상표를 가진 제품’

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내재적 특성보다는 외재적 특성인 브랜

드를 뜻하거나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라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

어 사용되고 있었다(이준영 & 김난도, 2007). 본 연구에서는 럭셔리 브

랜드를 '한국 소비자들이 인식하기를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장인

들이 만드는 고가의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정도로 정의하고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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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자 한다. 

Mason(1992)은 럭셔리의 특성으로 과시성, 희소성, 독특성과 고품질

을 제시하였으며, Dubois & Duquesne(1993)는 럭셔리를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경제력이 있는 준거집단에 속한다는 우월감을 갖게 되며, 럭

셔리란 품질, 디자인 등의 내재적인 요소가 가격, 상표 등의 외재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럭

셔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을 남들과 다르게 구별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Holt, 1995).  

더불어 럭셔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추구할 수 있는 욕구에는 감각적

인 즐거움, 다양성 추구, 그리고 인지적 자극과 같은 체험주의적인 특성

이 포함되었다(Hirschman & Holbrook, 1982; Allen, 2002). 체험주의 

차원에서 럭셔리는 소비자의 자극이나 다양성 추구 욕구를 내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다(Vickers & Renand, 2003). 이와 같은 맥락

에서 Dubois & Paternault(1995)는 럭셔리 소비에 있어 감각적인 즐거

움의 중요성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최근 패션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매장의 미적 경험과 뮤지엄이 제공하여 줄 수 있

는 일종의 문화 경험을 강조(Ames, 1992)하며 체험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광고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서도 자체 영화

(film)를 제작(대표적인 사례: CHANEL)하는 등의 다채로운 시도의 PR

활동과 함께 많은 비용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럭셔리의 체험적 특성들은 앞서 이야기한 진정성 속성 중 주로 독창

성과 권위성, 문화와 전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여겨진

다.  

또한 소비자들이 럭셔리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럭셔리 

브랜드가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기도 했다(Aaker, 1991). 럭셔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럭셔리가 일반제

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특성에는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디자인, 정교성, 그리고 장인솜씨 등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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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Vigneron & Johnson, 2004). 이는 진정성 지각 속성 중 일관성 및 

신뢰성뿐만 아니라 제품 혹은 장인정신과 관련하여 진실성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가 럭셔리 소비를 하는 욕구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체험주의

적인 특성과 함께 품질 중시 신념과 과시소비 신념이 나타났다(이상호, 

2008). 이러한 구매 행동과 관련하여 럭셔리 브랜드 소비자들은 SPA 

브랜드와는 다른 양상으로 브랜드 경험에 따른 진정성 지각을 나타낼 것

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SPA 브랜

드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제품속성과 가격속성, 서비스 및 매장환경에서 

상징적이고 과시적 소비 욕구가 강할 것으로 생각되며, 진정성 지각 속

성 중 특히 독창성, 권위성, 문화와 전통 속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SPA 브랜드  

 

최근 국내외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전문

점(Specialty Store)과 자사제품(Private Label), 의류제품(Apparel)이

라는 의미를 합친 합성어로서 패션 브랜드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사

입하여 단순히 판매하는 소매 기능에서 더 나아가 직접 디자인을 기획, 

생산하는 제조 기능까지 갖춘 전문 브랜드를 말한다. 그 유래는 미국 의

류 전문 체인점 갭(GAP)사 도널드 휘셔 회장이 1987년에 발표한 SPA 

선언에서 유래되었다(정준원, 2002). 대표적인 SPA 브랜드로 자라

(ZARA), H&M, 유니클로(Uniqlo) 등이 있고 수입 초반 20대 젊은 층

을 중심으로 소비자 층이 형성되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의 소

비자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SPA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구매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SPA 브랜드의 특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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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살펴보면, SPA 현황(Lee, 2009), 구매실태(Chae, 2011; Kim & 

Lee, 2007; Yoon, 2012), 구매만족(Lee, 2002; Suh & Lee, 2011; 

Yoon, 2012), 브랜드 태도(Yoo, 2010), 브랜드 충성도(Yoo, 2010)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다. Yoon(2012)의 연구에서는 SPA 브랜드에 대

한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뛰어난 패

션성, 저렴한 가격, 가격대비 좋은 품질 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Song(2012)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브랜드(상표명), 이용의 편의성, 서비스, 주변의 권유, 다

른 옷과의 조화, 매장의 분위기, 유행, 품질 순이었고 제품의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디자인의 다양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Kim and Lee(2007)의 연구에서 SPA 브랜드 의류 구매에 대한 만족도

는 디자인이 가장 높았고 가격, 색상, 사이즈, A/S 개선, 소재의 다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SPA 매장 속성 및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Lee(2009)는 SPA

형 매장의 판매원 서비스 만족도와 매장환경 만족도에 따른 재 구매 의

도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만족도(고객지향성, 인적 호감도, 신뢰성, 윤리

성)와 매장환경 만족도(매장 내 밀집도, 매장의 편의시설, 쾌적함, 향기)

가 소비자의 재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SPA 브랜드 특성 및 구매 이유로 가장 많이 언

급된 것은 디자인의 다양성이었으며, 서비스와 매장 환경은 주로 재 구

매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소비자가 SPA 

브랜드를 구매하는 이유와 이 브랜드에 기대하는 바를 살펴보았을 때, 

진정성을 지각하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속성이 럭

셔리 브랜드와는 상당히 다를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SPA 브랜드의 

경우 뚜렷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디자인을 기대하기보다는 디자인의 다양

성과 품질, 가격속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품속성, 가격

속성, 서비스 및 매장 환경에서 일관성 및 신뢰성, 진실성이 진정성 지

각에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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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

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 모형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 경험 내용 정도에 따른 진정성 지각의 차이

를 살펴보고, 브랜드 유형에 따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있다. 

 

1. 연구 문제 

 

체험 경제(Experience Economy)시대에 들어서 소비자 만족 양상은 

재화 및 서비스 선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높은 질을 기대하는 체험적 

만족으로 이행하고 있다(Gilmore and Pine, 2007). 특히 체험 경제는 

체험의 '진정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정성은 기업이 밝히는 것이 아닌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진정성을 발견하고, 제품이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해야만 한

다(임혜선, 2013).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경험하는 시점에서 

진정성을 지각하는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을 잘 파악하여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여줌으로써 이들의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다. 

  Alexander(2009)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진정성 하위 차원들은 제

품 특성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진정성의 

선행변수로 다양한 브랜드 속성이 존재하고, 소비자 혹은 브랜드 카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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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라 선행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Beverland & Farrelly, 2010; Kim, Park, & Lee, 2014; Schallehn, 

Burmann, & Riley, 2014; Youn, Oh & Lee,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브랜드 경험을 유형화하였을 때, 소비자

들의 내용 인식에 따라 브랜드 진정성 지각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을 가

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브랜드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

지적 경험)의 정도에 따라 브랜드 진정성 각 속성을 지각하는 데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앞에서 브랜드 진정성이 기업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브랜

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각 속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연구문제에서는 브랜드 유형을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로 나누어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성 속성의 중

요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상징적이고 과시적 

소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의 독창성, 권위성, 문화

와 전통 속성이 태도에 영향을 더욱 높게 미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SPA 브랜드의 경우 일관성 및 신뢰성, 진실성이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

도록 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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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브랜드 유형(럭셔리 브랜드 vs. SPA 브랜드)에 따라 소비

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의 효과

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2. 연구 모형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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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패션 럭셔리 브

랜드와 SPA 브랜드에 해당하는 온라인 자극물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브랜드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실시하고 그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설문지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연구 목적

에 맞도록 측정 도구를 적절히 구성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및 방법 

 

브랜드 진정성 지각과 관련된 경험은 패션 럭셔리 브랜드 

CHANEL(샤넬)과 SPA 브랜드 H&M(에이치엔엠)의 두 가지 브랜드 

유형을 함께 살펴보았다.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밀워드브라운에서 실시한 2015 top 10 luxury 

brand에서 4위를 기록한 샤넬을 선정하였다. 국내 럭셔리 브랜드 선호

도를 살펴보았을 때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버버리 순으로 샤넬

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샤넬은 1913년 프랑스에서 모자점을 시작으

로 현재 전세계 200여 개의 매장과 국내 18개의 매장(201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소비자들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가의 대표적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로 여기고 있으며, 

선호하는 Top 5 브랜드 안에 드는 럭셔리 브랜드인 것으로 판단되어 선

정하였다.  

SPA 브랜드 H&M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대표적 

SPA 브랜드 Top 3 안에 드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SPA 브랜드이며, 국내에는 2010년 명동에 첫 

매장을 오픈 하였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보다 상

대적으로 한국 진출 시기는 늦지만 오픈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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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 11월 기준, 1,383억 원의 매출을 기록 하였다.  

 자극물의 경우 두 브랜드 유형별로 각각 브랜드 로고와 2016 S/S 

대표 제품 이미지, 광고 스틸 컷, 매장 이미지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약 1분 동안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

들은 영상 시청 후, 영상을 통하여 브랜드를 경험한 것을 잘 떠올리면서 

설문에 응하도록 요청하였다. 한 명의 응답자에게 두 자극물을 모두 시

청하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는데, 한 개의 브랜드 자극물을 시청한 후 

문항에 답하고 다른 브랜드 자극물 시청 후 동일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

였다.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응답자 수의 절반에게 자극물 순서를 달

리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영상은 두 브랜드 모두 총 20개의 동일한 개수의 이미지 컷으로 이루

어졌으며 내용 또한 비슷한 조건으로 맞추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브랜드 로고로 시작되는 영상은 브랜드 시그니처를 

나타내는 이미지 1컷, 매장 외관 1컷, 매장 내부 1컷, 한 명의 여성 모

델이 2016 S/S 드레스 혹은 투피스를 입고 있는 전신 이미지 3컷, 웹사

이트에서 현재 게시되고 있는 광고 이미지 중 2016 S/S 시즌의 슬로건

을 나타내는 1컷과 해당 시즌 컨셉을 반영한 이미지로 인물의 상반신 

혹은 단독샷으로 표현된 2컷, 셀러브리티가 등장한 1컷, 백화점 내 매장 

입구 이미지 2컷이 사용되었으며, 제품 이미지로는 숄더백, 오픈토슈즈, 

선글라스, 악세서리 링, 손목시계 각각 1컷과 마지막으로 매장의 파사드 

이미지 1컷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최종 설문지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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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럭셔리 브랜드 CHANEL과 관련된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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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PA 브랜드 H&M과 관련된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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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문항의 구성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신상정보 관련 문항을 통

해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브랜드 자극물

을 접한 이후 브랜드 경험 유무, 진정성 지각, 브랜드 경험 내용에 대한 

지각,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답하도록 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

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1) 브랜드 진정성 지각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을 지각하는 속성에 

대하여 서상우(2010)와 윤초롱(2016)의 연구에서 이야기한 진정성 지

각 속성 중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통성을 

선정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측정 문항은 서상우(2010), 윤초롱

(2016), Gilmore & Pine(2007), Liao & Ma(2009), Spiggle, Hang 

and Mary (2012)에서 개발하고 검증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상황

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표 3-1>

와 같다.  

 

<표 3-1> 브랜드 진정성 지각 측정 문항 및 출처 

속성 번호 문 항 출처 

일관성 

및 

신뢰성 

Ⅰ-1 이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   

윤초롱 

(2016)

서상우, 

(2010),  

Gilmore 

& Pine 

(2007), 

 

 

 

 

Ⅰ-2 
이 브랜드는 좋은 품질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에 

전념한다. 

Ⅰ-3 이 브랜드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 

Ⅰ-4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 

Ⅰ-5 
이 브랜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디자인을 보

여준다. 

 Ⅰ-6 이 브랜드는 다른 어떤 브랜드와도 다르다. 

독창성 Ⅰ-7 이 브랜드는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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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8 이 브랜드는 정말 독창적이다.  

윤초롱 

(2016)

서상우 

(2010), 

Gilmore 

& Pine 

(2007), 

Liao & 

Ma 

(2009) 

Spiggle, 

Hang 

and 

Mary 

(2012)

에서 

수정, 

보완 

권위성 

Ⅰ-9 이 브랜드는 고객이 따를만한 힘을 발휘한다. 

Ⅰ-10 이 브랜드는 패션산업에서 권위자로 여겨진다. 

Ⅰ-11 이 브랜드는 사회적 평판이 있다. 

Ⅰ-12 이 브랜드는 이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실성 

Ⅰ-13 
이 브랜드는 브랜드가 상징하는 바에 충실하기 위

해 애쓴다. 

Ⅰ-14 이 브랜드는 진심이 느껴진다. 

Ⅰ-15 이 브랜드는 정직하다. 

Ⅰ-16 이 브랜드는 진실한 인상을 준다. 

Ⅰ-17 이 브랜드는 진짜다. 

문화와 

전통 

Ⅰ-18 이 브랜드는 전통성이 있다. 

Ⅰ-19 
이 브랜드는 전통유산을 기반으로 하며, 그 유산을 

강화하고 있다. 

Ⅰ-20 
이 브랜드는 특정한 지역이나 문화, 역사적인 시기

와 강한 연관이 있다. 

지각된 

진정성 
Ⅰ-21 이 브랜드는 최종적으로 진정성이 있다. 

Waitt(2

000) 

 

(2) 소비자가 지각하는 경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경험 내용을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험 3

가지로 유형화하여 이에 따른 진정성 지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Schmitt (1999)가 이야기한 5가지 유형 중 행동적, 관계적 경험은 본 

연구의 자극물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측정 문항은 

Schmitt(1999 & 2009), 김지선, 한상필(2009), 이경렬(2010), 장경로

(2014)의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

표 3-2>와 같다.  

<표 3-2> 브랜드 경험 내용 측정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감각적 

경험 

Ⅱ-1 이 브랜드 경험은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여겨진다. Schmitt 

(1999& 

2009), 

김지선, 

Ⅱ-2 이 브랜드 경험은 나의 여러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Ⅱ-3 
이 브랜드 경험은 나의 오감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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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경험 

Ⅱ-4 
이 브랜드 경험은 타 브랜드와 다르게 특별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한상필

(2009), 

이경렬

(2010),

장경로

(2014) 

에서 수

정, 보완 

Ⅱ-5 이 브랜드 경험은 나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Ⅱ-6 
이 브랜드 경험은 나를 기분 좋게 하거나 즐겁게 

한다.   

인지적 

경험 

Ⅱ-7 
이 브랜드 경험은 내가 무언가 생각하거나 상상 

하게 한다. 

Ⅱ-8 
이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Ⅱ-9 
이 브랜드 경험은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나의 이해를 돕는다. 

 

(3) 브랜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태도와 관련하여 브랜드 가치 지각 측정 

문항은 Lee et al.(2007), 이재석(2011)의 연구에 기반하여 기존

의 경제적 가치만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외에 전반적 가치와 고

객 감동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Pine & Gilmore, 1999)을 추

가하여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브랜드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

은 Grace and O'Cass(2001)의 연구에서, 브랜드 충성을 측정하

는 문항은 Oliver(1980), Garbarino et al. (1999)에서 수정, 보

완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표 3-3>과 같다.  

 

<표 3-3> 브랜드 태도에 대한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브랜드 

가치 

지각 

Ⅲ-1 
이 브랜드는 가격에 어울리는 높은 금전적 

가치를 지닌다. 
 Pine & 

Gilmore(1999) 

Lee et 

al.(2007), 

이재석(2011) 

Ⅲ-2 이 브랜드는 전반적으로 가치가 높다.  

Ⅲ-3 이 브랜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수하다. 

브랜드 

선호 

Ⅲ-4 나는 이 브랜드에 호감이 있다. 

 Grace and 

O'Cass(2001) 

에서 수정, 보완 

Ⅲ-5 나는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 

Ⅲ-6 나는 이 브랜드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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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충성도 

Ⅲ-7 
나는 이 브랜드 매장을 계속 방문하고 

구매할 것이다. (재구매의도)  Oliver(1980), 

Garbarino et 

al.(1999)에서 

수정, 보완 

Ⅲ-8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추천의도) 

Ⅲ-9 
나는 이 브랜드를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추천의도) 

 

 

(4) 인구통계적 특성과 브랜드 경험 유무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결혼 여부, 연령, 거주지역, 직업, 최종학력, 

월 평균 수입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브랜드 경험 유무의 문항은 

Chung, Youn & Lee (2014)의 연구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

은 <표 3-4>와 같다. 

 

<표 3-4> 브랜드 경험 유무 문항 및 출처 

요인 번호 문 항 출처 

브랜드 

경험 

유무 

Ⅳ-1 나는 이 브랜드를 알고 있다 
 Chung, 

Youn & 

Lee 

(2014) 

Ⅳ-2 나는 이 브랜드 매장에 방문하여 본 적이 있다. 

Ⅳ-3 나는 이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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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실증적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조사 대상, 표집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과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심의윤리위

원회(IRB)에서 2016년 4월 25일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실증적인 조사

는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기관 패널을 이용

하여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는 20-30대 여성으로, 두 개의 패션 브랜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

고 이를 더욱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 표본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약 319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319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기

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후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

아보았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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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의 경우 SPSS 21.0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살펴

보았다.  

  브랜드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지적)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들

이 지각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문제 1

에 해당하는 분석방법으로는 각 경험 내용에 대하여 SPSS 21.0을 이용

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각 속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인 브랜드 가치 지각, 브랜드 선

호, 브랜드 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문제 2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브랜드 유형(럭셔리 브

랜드 vs. SPA 브랜드)에 따라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두 브랜드 유형을 각각 구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들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bootstrap방식의 

PROCESS model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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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수집된 319부의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에 사용된 총 319명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모든 응답

자는 여성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8.39세로 20-30대까지 비

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25세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이 미혼(73%)이었으며, 거주지역은 주로 서울(33.9%), 경

기도(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 재학(24.1%) 

및 졸업(48.6%) 응답자의 합(72.7%)이 과반수 이상으로 대학교 재학 

이상이 79.6%로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주로 사무직(43.6%)이나 학생(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수입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8.8%)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세부범주 

브랜드 유형 동일 

럭셔리 브랜드 / SPA 브랜드 

(n=319) 

n % 

결혼 

여부 

미혼 233 73.0 

기혼 86 27.0 

합계 319 100.0 

연령 

19세 - 23세 70 22.0 

24세 - 28세 91 28.5 

29세 - 33세 88 27.6 

34세 - 38세 70 21.9 

합계 319 100.0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108 33.9 

인천광역시 27 8.5 

부산광역시 19 6.0 

대구광역시 1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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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6 1.9 

대전광역시 15 4.7 

울산광역시 4 1.3 

강원도 5 1.6 

경기도 70 21.9 

경상도 24 7.5 

전라도 11 3.4 

충청도 9 2.8 

제주도 2 .6 

합계 319 100.0 

직업 

전업주부 24 7.5 

자영업자 4 1.3 

전문직 24 7.5 

사무직 139 43.6 

판매/서비스/영업직 13 4.1 

기술/노무직 3 .9 

무직 25 7.8 

학생 81 25.4 

기타 6 1.9 

합계 319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3. 

고등학교 졸업 23 7.2 

전문대학교 졸업 41 12.9 

대학교 재학  77 24.1 

대학교 졸업 155 48.6 

대학원 이상 22 6.9 

합계 319 100.0 

월평균 

가계 

수입 

100만원 미만 14 4.4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5 14.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0 18.8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3 13.5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92 28.8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40 12.5 

800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10 3.1 

1,000만원 이상 15 4.7 

합계 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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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한 척도의 신

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신뢰성의 경우 같은 변수를 측정

한 척도간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였으며, 

타당성의 경우 요인 분석에서 Varimax 직교 회전에 의한 추출 방식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문항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였

다.  

 

1. 브랜드 진정성 지각  

 

Varimax 회전을 통해 주성분 요인분석을 추출한 결과 브랜드 진정

성 지각 차원은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통 

5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추출 시 고유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행 

연구에 따라 요인 수를 5개로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문항 구성에 

있어서 SPSS 21.0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진실성 관련 첫 

번째 문항과 문화와 전통 세 번째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같은 차원으로 

나타나지 않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일관성 및 신뢰성 5문항, 독창성 

3문항, 권위성 4문항, 진실성 4문항, 문화와 전통 2문항으로 총 분산의 

79.278%가 설명되었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482~.865의 범위를 

보였으며,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값 역시 0.852~0.919로 

높아 브랜드 진정성 지각 변수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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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

도 

일관성 

 

및 

 

신뢰성 

이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  
.613 

3.005 16.70% .889 

이 브랜드는 좋은 품질을 오

래도록 유지하는 데에 전념한

다. 

.692 

이 브랜드는 약속한 것을 지

킨다. 
.749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 .665 

이 브랜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571 

독창성 

이 브랜드는 다른 어떤 브랜

드와도 다르다. 
.575 

2.438 

13.54% 

(30.24%) 
.852 이 브랜드는 독특하다. .848 

이 브랜드는 정말 독창적이다. .841 

권위성 

이 브랜드는 고객이 따를 만

한 힘을 발휘한다. 
.720 

3.750 

20.84% 

(51.08%) 
.919 

이 브랜드는 패션산업에서 권

위자로 여겨진다. 
.808 

이 브랜드는 사회적 평판이 

있다. 
.819 

이 브랜드는 이 분야를 선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734 

진실성 

이 브랜드는 진심이 느껴진다. .661 

2.850 

15.83% 

(66.91%) 
.867 

이 브랜드는 정직하다. .864 

이 브랜드는 진실한 인상을 

준다. 
.865 

이 브랜드는 진짜다. .482 

문화와 

전통 

이 브랜드는 전통성이 있다. .646 

2.227 

12.37% 

(79.28%) 
.881 이 브랜드는 전통 유산을 기

반으로 하며, 그 유산을 강화

하고 있다.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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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가 지각하는 경험 내용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 브랜드 경험 내용은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험 3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추

출 시 고유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행 연구에 따라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감각적 경험 3문항, 감성적 경험 3문

항, 인지적 경험 3문항으로 총 분산의 84.675%가 설명되었다. 측정변

인의 요인부하량 0.621~0.865의 범위를 보였으며,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값도 .897~.909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표 4-3> 경험 내용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감각적 

경험 

이 브랜드 경험은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여겨진다. 
.865 

2.353 26.15% .897 이 브랜드 경험은 나의 여러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730 

이 브랜드 경험은 나의 오감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637 

감성적 

경험 

이 브랜드 경험은 타 브랜드와 

다르게 특별한 기분이 들게 한다. 
.843 

2.520 
28.01% 

(58.53%) 
.901 

이 브랜드 경험은 나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737 

이 브랜드 경험은 나를 기분 좋게 

하거나 즐겁게 한다.   
.621 

인지적 

경험 

이 브랜드 경험은 내가 무언가 

생각하거나 상상 하게 한다. 
.697 

2.747 
30.52% 

(84.68%) 
.909 

이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770 

이 브랜드 경험은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나의 

이해를 돕는다.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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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태도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 브랜드 태도에 해당하

는 각 문항은 브랜드 가치 지각, 브랜드 선호, 브랜드 충성 3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 추출 시 고유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행 연구에 따

라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브랜드의 가치 지

각에 대한 3문항, 브랜드 선호 3문항, 브랜드 충성 3문항으로 총 분산의 

87.660%가 설명되었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0.746~0.870의 범위를 

보였으며,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값도 .897~.96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4> 브랜드 태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브랜드 

가치 

지각 

이 브랜드는 가격에 어울리는 

높은 금전적 가치를 지닌다. 
.857 

2.758 30.64% .901 이 브랜드는 전반적으로 

가치가 높다.  
.870 

이 브랜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수하다. 
.809 

브랜드 

선호  

나는 이 브랜드에 호감이 

있다. 
.827 

2.531 
28.13% 

(58.77%) 
.961 나는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 
.816 

나는 이 브랜드가 좋다. .746 

브랜드 

충성 

나는 이 브랜드 매장을 계속 

방문하고 구매할 것이다.  
.820 

2.600 
28.89% 

(87.66%) 
.897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765 

나는 이 브랜드를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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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기술통계 

 

  본 절에서는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문

제에 대한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파악하여 변수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SPSS 21.0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모

든 변수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4-5>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CHANEL H&M Total CHANEL H&M Total 

브랜드 인지도 4.86 4.91 4.88 1.38 1.44 1.41 

일관성 및 신뢰성 4.90 4.85 4.88 0.87 0.93 0.90 

독창성 4.57 4.66 4.61 1.04 1.01 1.02 

권위성 5.00 5.01 5.01 1.08 1.13 1.10 

진실성 4.55 4.59 4.57 0.84 0.84 0.84 

문화와 전통 4.74 4.69 4.72 1.19 1.31 1.25 

지각된 진정성 4.50 4.49 4.49 1.00 1.02 1.01 

감각적 경험 4.63 4.59 4.61 1.08 1.05 1.07 

감성적 경험 4.46 4.40 4.43 1.16 1.13 1.14 

인지적 경험 4.26 4.19 4.22 1.07 1.12 1.09 

브랜드 가치 지각 4.51 4.59 4.55 1.05 1.19 1.12 

브랜드 선호 4.79 4.77 4.78 1.20 1.12 1.16 

브랜드 충성 4.40 4.44 4.42 1.11 1.15 1.13 

 

  우선 브랜드 인지도의 평균은 CHANEL 4.86, H&M 4.91을 보여 각 

브랜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가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표준편차의 경우 CHANEL 1.38, H&M 1.44로 응답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의 경우 두 브랜드 평균의 범위가 

4.57~5.01로 5가지 속성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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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특히 권위성 속성의 평균은 CHANEL 5.00, H&M 5.01로 

다른 속성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극물에 선정된 

두 브랜드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진실성 속성의 평

균은 CHANEL 4.55, H&M 4.59로 두 브랜드 모두 다른 속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 

속성에 대하여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와 

전통의 경우 다른 속성들 중 표준편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응답자들에 

따라 이 속성을 다양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각 브랜드에 대하여 지각된 진정성 관련 문항의 평균이 

CHANEL 4.50, H&M 4.49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진정성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내용의 경우 감각적 경험의 평균이 CHANEL 4.63, H&M 4.59

로 다른 경험 내용에 비하여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이었다. 감성적 경험의 평균은 CHANEL 4.46, 

H&M 4.40로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표준편차의 경우 CHANEL 1.16, 

H&M 1.13로 비교적 높아 응답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경험의 평균은 CHANEL 4.26, H&M 4.19로 다른 경

험 내용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태도 관련하여서는 브랜드 가치 지각 문항에 대한 평균이 

CHANEL 4.51, H&M 4.59로 두 브랜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브랜드 선호에 대한 평균도 CHANEL 4.79, H&M 4.77로 

두 브랜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브랜드 충성

의 경우 CHANEL 4.40, H&M 4.44로 다른 브랜드 태도 변수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의 경우 CHANEL 1.11, 

H&M 1.15로 비교적 높아 응답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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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브랜드 경험 내용에 따른 진정성 지각 

 

 본 절에서는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다섯 가지 속성 즉, 일관성 및 신

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통 속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브랜드 경험의 3가지 내용에 따라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음의 연구

문제 1에 대한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브랜드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

지적 경험)의 정도에 따라 브랜드 진정성 각 속성을 지각하는 데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 지각 속성과 경험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차원에 대하여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브랜드를 감각적인 경험으로 인지한 응답자들의 경우 

진정성 속성 중 독창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적인 

경험의 경우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속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

지적인 경험을 높게 인지한 응답자들은 비교적 진실성과 문화와 전통 속

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관성 및 신뢰성 속성의 

경우 다른 진정성 속성에 비해 각 경험 내용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감성적 경험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브랜드 경험 내용과 진정성 지각 속성 간의 상관관계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험 

일관성 및 신뢰성 

Pearson 상관계수 .536
**
 .597

**
 .533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638 638 638 

독창성 
Pearson 상관계수 .636

**
 .635

**
 .594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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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638 638 638 

권위성 

 

 

 

 

 

Pearson 상관계수 .565
**
 .634

**
 .519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638 638 638 

진실성 

Pearson 상관계수 .611
**
 .630

**
 .627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638 638 638 

문화와 전통 

Pearson 상관계수 .538
**
 .488

**
 .604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N 638 638 638 
**p<.01 

 

  다음으로 각 경험이 진정성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7> 경험 내용별 진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β t 

R
2 

(수정된 R
2
) 

 F 

감각적 

경험 
일관성 

및 

신뢰성 

.111 .131 2.313
*
 

.367(.364) 122.708
***

 
감성적 

경험 
.335 .423 6.780

***
 

인지적 

경험 
.069 .083 1.408 

감각적 

경험 

독창성 

.306 .319 6.040
***

 

.450(.448) 173.067
***

 
감성적 

경험 
.261 .292 5.014

***
 

인지적 

경험 
.098 .105 1.897 

감각적 

경험 

권위성 

.188 .182 3.321
**

 

.413(.410) 148.443
***

 
감성적 

경험 
.531 .550 9.143

***
 

인지적 

경험 
-.075 -.07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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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경험 

진실성 

.165 .209 3.949
***

 

.447(.445) 170.955
***

 
감성적 

경험 
.184 .250 4.285

***
 

인지적 

경험 
.198 .258 4.655

***
 

감각적 

경험 

문화와 

전통 

-.047 -.040 -.714 

.370(.367) 124.163
***

 
감성적 

경험 
.567 .519 8.337

***
 

인지적 

경험 
.163 .143 2.409

*
 

***p<.001, ** p<.01, * p<.05 

 

  일관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감성적 경

험이 0.1% 수준으로 가장 높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적 경험은 5%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경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 관련하여서는 감각적 경험이 0.1% 수준으로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감성적 경험이 0.1% 수준으로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지적 경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성 지각의 경우 감성적 경험이 가장 높게 0.1%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감각적 경험이 1%수준으로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지적 

경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성의 경우 모든 경험 내용이 0.1%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인지적 경험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영향력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감성적 경험, 그리고 감각적 경험 순으로 진실성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전통 속성에 대해서는 감성적 경험이 0.1% 수준으

로 유의한 값을 보이며 가장 높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지적 경험이 5% 수준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감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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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감성적 경험의 경우 모든 진정성 지각 속성에 대

하여 0.1%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관성 및 신뢰성, 

권위성, 문화와 전통 속성에 대하여 다른 경험에 비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적 경험의 경우에는 문화와 전통 속성을 제외

한 모든 진정성 지각 속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창성 속

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험 내용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

지적 경험은 진실성 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실성 속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에만 유의하고 나머지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경험 내용별 진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통

 

감각적 

경험 
O O O O X 

감성적 

경험 
O O O O O 

인지적 

경험 
X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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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진정성 지각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다

섯 가지 속성 즉,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

통 속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전체 표본(N=638, CHANEL N=319 + H&M N=319)을 대상으

로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델은 입력법(enter)이며 각 

브랜드 태도에 대한 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연구문제 2.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각 속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표 4-9>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β t 

R
2 

(수정된 R
2
) 

 F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가치 

지각 

.365 .295 6.490
***

 

.599(.596) 188.656
***

 
독창성 .094 .086 2.374

*
 

권위성 .178 .176 3.846
***

 

진실성 .283 .213 5.706
***

 

문화와 전통 .110 .122 2.843
**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선호 

.208 .162 3.108
**
 

.470(.466) 112.277
***

 
독창성 .129 .113 2.733

**
 

권위성 .223 .213 4.041
***

 

진실성 .508 .368 8.582
***

 

문화와 전통 -.073 -.079 -1.598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충성 

.149 .120 2.108
*
 

.371(.366) 74.494
***

 
독창성 .178 .162 3.583

***
 

권위성 .008 .008 .143 

진실성 .582 .435 9.315
***

 

문화와 전통 -.056 -.062 -1.153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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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응답자들의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브랜드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관성 및 신뢰성, 진실성, 권위성 순으로 가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독창성이 1%, 문화와 전통이 각각 5%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속성에 대하여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브랜드 선호에 대한 진정성 지각 속성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면,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다섯 가지 속성 중 진실성이 가장 높게 브

랜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권위성으로 둘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

성은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와 전통 속성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충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다

섯 가지 속성 중 진실성이 브랜드 선호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독창성으로 이 둘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및 신뢰성은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권위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여 브랜드 선호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여 보면, 브랜드 진정성 속성 중 일관성 및 신뢰성이 브랜드 가

치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브랜드 선호와 브

랜드 충성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적 작았다. 독창성의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지각에서 브랜드 선호, 브랜드 충성으로 갈수록 이 속성에 대한 영

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권위성의 경우 브

랜드 가치 지각과 브랜드 선호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으

로 브랜드에 대한 호의를 보이도록 하는 브랜드 충성에 대해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실성 속성의 경우에는 브랜드의 가치 지각에 

있어서만 일관성 및 신뢰성 속성의 영향력보다 조금 낮았을 뿐, 전반적

인 브랜드 태도에 있어 모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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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선호와 브랜드 충성에 대하여서는 다른 어떠한 속성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보여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와 전통 

속성의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지각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이에 충성하게 되는 데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브랜드 가치 지각 브랜드 선호 브랜드 충성 

일관성 및 신뢰성 O O O 

독창성 O O O 

권위성 O O X 

진실성 O O O 

문화와 전통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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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브랜드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본 절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다

섯 가지 속성 즉, 일관성 및 신뢰성, 독창성, 권위성, 진실성, 문화와 전

통 요인이 브랜드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럭셔리 브랜드 CHANEL과 SPA 

브랜드 H&M으로 브랜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의 조절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 브랜드 유형(럭셔리 브랜드 vs. SPA 브랜드)에 따라 소비

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의 효과

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1. 브랜드 유형별 중회귀분석 결과 

 

먼저 럭셔리 브랜드에 해당하는 CHANEL 표본(N=319)과 SPA 브

랜드에 해당하는 H&M 표본(N=319)을 대상으로 브랜드 진정성 지각

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회귀모델은 입력법(Enter)이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4-11>, <표 4-12>와 같다.  

 

<표 4-11> 럭셔리 브랜드 진정성 속성이 브랜드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β t 

R
2 

(수정된 R
2
)

 F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가치 

지각 

.388 .325 5.071
***

 

.596(.589) 92.186
***

 
독창성 .031 .031 .624 
권위성 .234 .242 3.855

***
 

진실성 .293 .236 4.412
***

 
문화와 전통 .037 .042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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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선호 

 

.192 .140 2.067
**
  

.546(.539) 

 

 

 

 

75.393
*** 

 

 

 

독창성 .053 .046 .881 
권위성 .274 .247 3.708

***
 

진실성 .557 .391 6.899
***

 
문화와 전통 .019 .018 .289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충성 

.096 .076 .990 

.415(.406) 44.446
***

 
독창성 .147 .138 2.337

*
 

권위성 .140 .137 1.815 
진실성 .494 .377 5.858

***
 

문화와 전통 .012 .013 .178 
***

p<.001, 
**
p<.01, 

*
p<.05 

 

 

<표 4-12> SPA 브랜드 진정성 속성이 브랜드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β t 

R
2 

(수정된 R
2
) 

 F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가치 

지각 

.351 .276 4.273
***

 

.612(.606) 98.926
***

 독창성 .178 .150 2.799
**

 

권위성 .098 .093 1.375 
진실성 .263 .186 3.557

***
 

문화와 전통 .182 .201 3.268
**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선호 

.227 .189 2.390
*
 

.414(.405) 44.311
***

 

독창성 .238 .214 3.240
**

 

권위성 .146 .147 1.775 

진실성 .426 .319 4.962
***

 

문화와 전통 -.136 -.159 -

2.104
*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충성 

.200 .163 1.960
*
 

.356(.346) 34.607
***

 독창성 .235 .206 2.975
**

 

권위성 -.133 -.131 -1.507 
진실성 .632 .463 6.866

***
 

문화와 전통 -.095 -.108 -1.369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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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브랜드 가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성 속성을 살펴보면, 일

관성 및 신뢰성이 두 브랜드에서 모두 다른 속성에 비하여 가장 높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진실성으로, 일관성 및 신뢰성

과 함께 두 브랜드 유형에서 모두 0.1%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권위성은 CHANEL의 경우 0.1%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H&M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H&M의 경우 독창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이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CHANEL의 경우에는 두 속성 모두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브랜드 선호에 대한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다섯 가지 속성을 

살펴보면, 진실성이 두 브랜드에서 모두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및 신뢰

성은 CHANEL의 경우 1%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H&M의 경우에는 5%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위성은 브

랜드 가치 지각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CHANEL의 경우에는 0.1%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H&M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

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독창성은 H&M의 경우에는 5% 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CHANEL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전통 속성에 대해서는 CHANEL의 경우 가치 지각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H&M의 경우

에는 5%수준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충성에 대한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다섯 가지 속

성을 살펴보면, 브랜드 선호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실성이 두 브랜드 모두

에서 가장 높게 브랜드 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브랜드 모두 진실성 다음으

로 독창성이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HANEL의 경우에

는 1% 수준으로, H&M의 경우에는 5% 수준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일관성 및 신뢰성의 경우 H&M은 5%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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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CHANEL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 브랜드 

모두 권위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브랜드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앞에서 브랜드 유형별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성 지각 속

성에 대한 각각의 중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브랜드 유형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SPSS상에서 

PROCESS model의 model 1을 이용하여 bootstrap(5000번)방식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13>에 

제시되어있다. 

 

<표 4-13> 브랜드 유형에 따른 진정성 지각이 태도에 미치는 조절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절 효과 (상호작용항 값) 
Overall Model 

R2 

(상호작용항 R2)
c
 

Overall 
Model 

F 
(상호작용항 

F)
d
 

b 
a
 t 

b 

CHANEL H&M CHANEL H&M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가치 

지각 

.86 .92 16.56 15.16 .52(.0006) 
171.59

*** 

(.56) 

독창성 .54 .75 10.89
**
 14.26

**
 .36(.0090) 

108.26
*** 

(8.19)
 

권위성 .66 .71 16.56 15.02 .45(.0006) 
167.47

*** 

(.67) 

진실성 .81 .91 13.92 15.17 .42(.0014) 
141.86

*** 

(1.38) 

문화와 

전통 .55 .61 13.38 15.30 .42(.0013) 
138.52

*** 

(1.27)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선호 

.88 .66 14.52
*
 10.42

*
 .36(.0072) 

106.44
*** 

(6.18) 

독창성 .61 .61 9.90 10.40 .29(.0000) 
69.62

*** 

(0.0064) 

권위성 .70 .49 14.06
**
 8.91

**
 .33(.0099) 

92.37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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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성 .97 .77 14.49
*
 13.60

*
 .40(.0049) 

134.38
*** 

(4.90) 

문화와 

전통 .58 .35 11.85
**
 6.57

**
 .25(.0149) 

61.20
*** 

(9.94) 

일관성 

및 

신뢰성 

브랜드 

충성 

.68 .55 11.34 8.07 .24(.0027) 
64.97

*** 

(2.04) 

독창성 .53 .52 9.66 7.72 .23(.0000) 
51.98

*** 

(.03) 

권위성 .53 .32 10.05
**
 5.33

**
 .18(.0104) 

43.40
*** 

(6.80) 

진실성 .79 .78 11.97 12.41 .34(.0000) 
100.10

*** 

(.03) 

문화와 

전통 .45 .26 9.14
*
 4.75

*
 .16(.0103) 

35.56
*** 

(6.23) 

***
p<.001, 

**
p<.01, 

*
p<.05  

 

※ a: 상호작용항의 조절 회귀계수            b: 상호작용항의 t-value 및 유의수준 
 
c: 상호작용항의 수정된 R2

 및 유의수준    d: 상호작용항의 수정된 F값과 유의수준 
   

 

우선 브랜드 가치 지각에 대해 살펴보면, 독창성 속성에 대해서만 브

랜드 유형별 차이가 1%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독창성-H&M: 

F(3, 634)= 8.19, p=.0044, R2=.0090, b=.75, t(634)= 14.26). 이는 

독창성의 경우 SPA 브랜드일 때, 응답자들의 브랜드 가치 지각에 미치

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 다른 속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그림 4-1>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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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브랜드 유형별 독창성이 브랜드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선호에 대해서는 독창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속성, 즉 일관

성 및 신뢰성(5%수준으로 유의), 권위성(1%수준으로 유의), 진실성(5%

수준으로 유의), 문화와 전통 속성(1%수준으로 유의)에서 브랜드 유형

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일관성 및 신뢰성-CHANEL: F(3, 

634)= 6.18, p=.0132, R2=.0072, b=.88, t(634)= 14.52 / 권위성-

CHANEL: F(3, 634)= 7.94, p=.0050, R2=.0099, b=.70, t(634)= 

14.06 / 진실성-CHANEL: F(3, 634)= 4.90, p=.0273, R2=.0049, 

b=.97, t(634)= 14.49 / 문화와 전통-CHANEL: F(3, 634)= 9.94, 

p=.0017, R2=.0149, b=.58, t(634)= 11.85). 특히,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각 속성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그림 4-2> ~ <그림 4-5> 그래프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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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브랜드 유형별 일관성 및 신뢰성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 

 

 

 
 

<그림 4-3> 브랜드 유형별 권위성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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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브랜드 유형별 진실성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 

 

 

 
 

<그림 4-5> 브랜드 유형별 문화와 전통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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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브랜드 충성의 경우에는 권위성(1%수준으로 유의)과 문

화와 전통 속성(5%수준으로 유의)에서만 브랜드 유형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위성-CHANEL: F(3, 634)= 6.80, p=.0093, 

R2=.0104, b=.53, t(634)= 10.05 / 문화와 전통-CHANEL: F(3, 

634)= 6.23, p=.0128, R2=.0103, b=.45, t(634)= 9.14). 브랜드 선호

와 마찬가지로 특히 럭셔리 브랜드에서 이들 속성이 브랜드 충성에 미치

는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그림 4-

6>,  <4-7>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SPA 브랜드 보다 진정

성 지각 속성이 브랜드 선호나 충성과 관련하여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권위성 및 문화와 전통 속성에서 눈에 띄는 차

이를 보이며, 브랜드 선호와 충성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6> 브랜드 유형별 권위성이 브랜드 충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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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브랜드 유형별 문화와 전통이 브랜드 충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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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1세기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진정성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기업은 

체험 경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소비자들의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주는 

브랜드 속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경

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전략적 이슈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되었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패션 브

랜드 속성 중 소비자들의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단서들을 실증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

품이나 매장 이미지 등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지각하는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지적)의 정도에 따라 진정성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한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와 같이 브랜드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진정성 속성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브랜드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지적 경험) 정도에 따라 소비자들

이 지각하는 브랜드 진정성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브랜

드 진정성 지각의 각 속성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본다. 셋째, 브랜드 유형(럭셔리 브랜드 vs. SPA 브랜드)에 

따라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진정성 속

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션 럭셔리 

브랜드 CHANEL과 SPA 브랜드 H&M을 선정하여 온라인 자극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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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는 20-30대 여성으로, 두 개의 패션 브

랜드에 대하여 비교적 남성보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리라 

예상되는 여성 표본으로 제한하였으며, 319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한 응

답자가 두 브랜드 모두에 대하여 답하도록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 

319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

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브랜드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속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내용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각 경험 내용 중 

감성적 경험의 경우 모든 진정성 지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일관성 및 신뢰성, 권위성, 문화와 전통 속성에 대해 다

른 경험 내용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적 경험의 경우에

는 문화와 전통 속성만을 제외한 모든 진정성 지각 속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독창성 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험 내

용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경험의 경우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 및 사고와 연관된 진실성 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속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 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 각 브랜드 진정성 지각 속성이 브랜드 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 및 신뢰성의 경우 소비

자들의 브랜드 가치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브랜드 선호와 브랜드 충성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작았다. 

독창성의 경우 브랜드 가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브랜드 선호, 브랜드 충성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권위성은 브랜드 가치 지각과 선호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 충성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성은 브랜

드 가치 지각에 대해서만 일관성 및 신뢰성 속성의 영향력보다 조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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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뿐, 브랜드 선호와 충성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속성인 것

으로 나타났다. 문화와 전통 속성의 경우 브랜드 가치 지각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브랜드 선호와 충성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외 연구에서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주요소로 문화와 전통 속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양상(Beverland, 2005a; Gilmore & Pine, 2007; Groves, 2001)과는 

다르게 국내 소비자의 경우, 이 속성이 브랜드의 가치를 지각하거나 선

호하도록 하는 진정성 지각과는 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셋째, <연구문제 3>에서 브랜드 유형에 따른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브

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브랜드 가치 지각과 관련하여, 독창성 속성에서 브랜드 

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특히 SPA 브랜드의 경우 럭셔리 브랜드 

보다 독창성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응답자들의 브랜드 가치 지

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독

창성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 예상했던 바와는 다른 결과였는데, 소비자들

이 그만큼 SPA 브랜드에서 독창성을 지각할 경우 브랜드의 가치를 높

게 평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 선호에 대하여서는 독창성을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속성이 럭셔리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PA 브랜드에서보다 브랜드 선호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충성과 관련하여 SPA 

브랜드보다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권위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과 더욱 밀

접한 관련이 있어 영향력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 내용 중 감성적 경험

이 전반적인 브랜드 진정성 지각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마케팅 활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는 독창성을, 인지적 경험을 통해서는 진실성을 지각하도록 소비

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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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태도와 관련하여, 브랜드의 일관성 및 신뢰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은 브랜드 가치를 지각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브랜드를 선호하고 소

비자로 하여금 충성을 이끄는 데에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독창성의 경우 이와 반대로 선호와 충성을 이끄는 중요한 속성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실성은 브랜드의 가치를 지각하고 선호, 충성

하게 되는 데 전반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었으며, 권위

성은 가치 지각과 선호를 높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충성을 이끌기

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유형에 따른 브랜드 가치 지각에 대한 조절효과는 독창성 속성

에 한하여 SPA 브랜드의 경우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고, 브랜드를 선

호하는 데에 있어서는 럭셔리 브랜드가 전체적인 진정성 지각 속성과 더

욱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브랜드 충성을 이끄는 데에

도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권위성과 문화와 전통 속성이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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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를 경험할 때 그 경험 내용 정도에 따라 진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진정성을 지각하게 되는 브랜드 각 속성이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다시 브랜드 유형에 따라 패션 럭셔리 브

랜드와 SPA 브랜드로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

구에서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의 진정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문적 체계가 미흡하며, 브랜드 진정성을 연구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은 학문적 관심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철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다루었던 것과 비교하여 마케팅 및 

소비자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진정성의 하위차

원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던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

구들을 토대로 이를 적용시키고 일반화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그 동안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단서들을 실증 연

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브랜드 경험을 유형화하여 각 개인이 경험을 지각하

는 내용 정도와 브랜드 진정성 지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

써 체험 경제 시대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인 '경험'과 '진정성'에 관

하여 통합하여 살펴보았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진정성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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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모두에 전반적으로 '감성적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 학문적으로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감성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유창조, 1996; 이학식, 임지훈, 2002; Adaval, 

2001; Barone, Miniard and Romeo, 2000; Pham, Cohen, Pracejus, 

and Hughes, 2001; Richins, 1997; Shiv and Fedorkhin, 1999)과 그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는 전통적 마케팅관리에서 소비자의 이성적, 인지

적, 정보처리적 관점에 치우쳐 기능적 혜택만을 강조하였던 데에서 현대 

마케팅 관리에서는 경험적 관점을 중심으로 소비의 감성적, 상징적, 쾌

락적, 미학적 요소 등이 강조되고 있다(Holbrook and Hirshman, 1982)

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브랜드의 총체적인 경험

(holistic experience)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한다면 브랜드 충성을 이끌 

수 있다라는 주장(Schmitt, 1999)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각적, 감

성적, 인지적인 브랜드 경험을 통하여 진정성이 지각되고, 이를 통해 브

랜드의 가치 지각과 선호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충성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비자의 진정성 지각에 대하여 Kim et al.(2014)

과 Schallehn et al.(2014)의 연구에서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진정성 지

각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브랜드 유형에 따른 차

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 현 의류산업

이 크게 두 흐름인 고가의 하이엔드(톱엔드)와 저가의 패스트 패션(매스

마켓)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이를 대표할 만한 럭셔리 브

랜드와 SPA 브랜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진정성 관련 연구가 

주로 럭셔리 브랜드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점, 특히 주류나 관광학 분

야에서 다루어졌던 한계에서 벗어나 이를 패션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다

양한 시각으로 마켓현상을 바라보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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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진정성 지각을 높이고자 

하는 패션 기업 및 관련 산업에 제안할 수 있는 세 가지 실무적 측면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할 때, 진정성을 

지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속성별로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우선 기업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은 소비자의 전반적인 브랜드 진정성 지각을 고취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소비자의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거나 즐거움, 

자부심과 같은 감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감성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은 브랜드 진정성 지각의 핵심 요소로 마케팅 활용에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특별히 브랜드의 뚜렷한 아이덴티티 혹은 타 브랜드와 구별되는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거나 브랜드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감각

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략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기업은 시각, 청

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소비자의 5감을 자극하여 미학적 즐거움과 흥분

감, 만족감 등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더불어 브랜드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전달과 소비자의 사고를 도울 수 있는 '인지적 경험'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거나 지성에 호소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진실성을 지각하

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문화나 전통을 강조하

고 싶을 때에도 이러한 인지적 자극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브랜드 진정성 지각이 궁극적으로 브랜드 선호나 충

성을 이끌 수 있도록 어떠한 속성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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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에서 살펴본 브랜드의 5가지 속성 중 브랜드 유형에 관계

없이 전반적인 진정성 지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정직, 진심, 

진실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진실한 인상과 정

직함을 어필함으로써 전반적인 브랜드 진정성 지각을 고취시킬 수 있다.  

2)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들이 실용적 혜택 이외에 새롭고 독창적인, 

표현적 혜택을 통해 더욱 만족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Creusen, 

1998), 브랜드 진정성 지각에 있어서도 브랜드를 선호하고 충성하는 데

에 '독창성'이 매우 중요한 속성이 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패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유 가치가 곧 브랜드의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다(Beverland, 2005)는 점을 감안하여서도 기업들은 이 부분에 지속

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상징적 기능이 매우 

높아 과시적 소비나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과 브랜

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진정

성 지각 속성으로 '권위성'을 살펴보았다(Mason, 1992). 그러나 이 속

성의 경우 진정성을 지각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선호를 이

끌 수는 있었지만, 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브랜드 충성을 이끌기에는 역

부족인 것을 확인하였다. 문화와 전통 속성 또한 브랜드 유형과 관계없

이 전반적으로 브랜드 선호와 충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션의 기본적 속성에 '새롭고 변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았을 

때(이은영, 2000), 국내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자체의 전통성보다는 패

션의 속성을 더욱 잘 반영하는 브랜드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의 브랜드 유형별 전략을 달리 세

울 때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브랜드 가치 지각에 있어서 SPA 브랜드

의 경우 '독창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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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PA 브랜드에 대하여 Kim and Lee(2007)와 Song(2012)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디자인 혹은 디자인의 다양성을 가장 높은 구매 이유로 꼽

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브랜드의 독창성이 지각될 때에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기능과 

가격 속성 외에도 디자인의 다양성과 같은 독창성 속성을 통하여 브랜드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또한 앞서 살펴본 진정성 지각 각 속성이 브랜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은 럭셔리 브랜드에 우수한 품질, 디자인, 

정교성, 장인솜씨 등을 바라며(Vigneron & Johnson, 2004) 이들의 '일

관성 및 신뢰성'과 '진실성'을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Aaker, 1991)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나

(Holt, 1995), 과시할 수 있는(이상호, 2008) '권위성'과 '문화와 전통성' 

속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이러한 속성

을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이 지각될 때에 브랜드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

서 럭셔리 브랜드 마케터들을 이들 속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럭셔리 브랜드에서 SPA 브랜드와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던 속성은 '권위성'과 '문화와 전통'이다. 이들은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충성을 이끌도록 하는 강력한 진정성 지각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 마케터들은 제품의 스타일, 제

작 방식, 브랜드의 스토리에 대하여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

고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고 있음을 계속하여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 럭셔리 브랜드 혹은 SPA 브랜드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

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희소성이 높고 비대중적이며 과시성향을 드

러낼 수 있음을 어필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서도 브랜드의 재 구매나 추천 

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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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상 자극물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사

용된 영상의 경우 제품과 매장, 광고 이미지 혹은 브랜드의 심볼이나 로

고, 슬로건 등의 브랜드 자극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는 Schmitt(1999)가 이야기한 브랜드 경험 제

공수단의 7가지 중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 수단, 제품의 외형 및 품

질, 커뮤니케이션 수단, 공간적 환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 

브랜딩, 웹사이트 및 전자매체, 인적 요소를 제외한 4가지 수단으로 한

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자극에 치우쳐 브랜드를 경험하도록 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 혹은 제품의 접촉 여부에 따라 

경험 경로가 구분된다고 할 때, 제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매장 분위기, 

환경,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3차원적 상황의 참여가 가능한 체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경험 내용(감각적, 감성적, 인지적)으로 제한하여 

측정했던 한계점이 있다.  

즉, Schmitt(1999)가 이야기한 5가지 유형 중 행동적, 관계적 경험 

내용이 배제되었으며,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도 시각 이외의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자극 또한 배제되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경험적 효

과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영상이라는 매체에 의존하여 자극을 구현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이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험 연구를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를 럭셔리 브랜드와 SPA 브랜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브랜드 유형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각각 하나씩만 선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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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난 결과가 해당 브랜드 유형을 대표할 만한 공통적 특성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럭셔리와 SPA 브랜

드 중 패션 마켓에서의 포지셔닝이 비슷한 더 많은 수의 브랜드를 대상

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다른 아이템 및 카테고리의 

다양한 브랜드 유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브랜드 선정에 관한 문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

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관여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20-30대

의 여성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과 세대를 달리하여 후

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Bruner, 1994; Rose & Wood, 

2005)을 고려할 때 성별 및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세대 간 비교로 확장시키

거나, 연구대상에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의 인

식에 대해 폭넓게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문화권에 차이가 있

는 서구와 유사 문화권 아시아에서의 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문화에 따른 차이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 내용 정도에 따라 진정성

을 지각하는 속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종속변수로 

브랜드의 가치 지각과 브랜드 선호 및 충성을 선정하여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브랜드의 진정성 지각이 소비자들의 태도, 더 나아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다른 조절 혹은 매개 변수를 선정하여(예를 들어, 

소비자-브랜드 관계, 만족 등),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도 의

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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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증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소은 입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브랜드 

경험과 지각된 진정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 년 0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김소은 드림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이유리 

 

연락처: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880-8925 

김소은 010-8865-0148 

e-mail: garnetdk@snu.ac.kr 

 

 

 

 

mailto:garnetdk@snu.ac.kr


 

 102 

Ⅰ. 귀하께서는 앞으로 패션 브랜드 샤넬(CHANEL)/에이치엔앰(H&M)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시청 하신 후, 영상을 통하여 브랜드를 경험한 것을 잘 

떠올리시면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나는 이 브랜드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이 브랜드 매장에 방문하여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이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2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브랜드는 좋은 품질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에 전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브랜드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브랜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브랜드는 다른 어떤 브랜드와도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브랜드는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브랜드는 정말 독창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브랜드는 고객이 따를 만한 힘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이 브랜드는 패션산업에서 권위자로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이 브랜드는 사회적 평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이 브랜드는 이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이 브랜드는 브랜드가 상징하는 바에 충실하기 

위해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이 브랜드는 진심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이 브랜드는 정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이 브랜드는 진실한 인상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이 브랜드는 진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이 브랜드는 전통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이 브랜드는 전통 유산을 기반으로 하며, 그 유

산을 강화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이 브랜드는 특정한 지역이나 문화, 역사적인 시

기와 강한 연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이 브랜드는 최종적으로 진정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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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브랜드 경험은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여겨진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브랜드 경험은 나의 여러 감각기관을 자극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브랜드 경험은 나의 오감에 총체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이 브랜드 경험은 타 브랜드와 다르게 특별한 

기분이 들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이 브랜드 경험은 나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한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이 브랜드 경험은 나를 기분 좋게 하거나 즐겁

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 브랜드 경험은 내가 무언가 생각하거나 상상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이 브랜드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나의 지적 호

기심을 충족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이 브랜드 경험은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나의 이해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4 

번

호 
문항 

전혀               보통              매우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1 
이 브랜드는 가격에 어울리는 높은 금전적 가치

를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브랜드는 전반적으로 가치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브랜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이 브랜드에 호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이 브랜드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이 브랜드 매장을 계속 방문하고 구매할 

것이다. (재구매의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이 브랜드에 대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추천의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이 브랜드를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추

천의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Ⅱ. 다음은 귀화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설문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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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교 재학 중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거주지역은?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부산광역시 

④ 대구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강원도 

⑨ 경기도 

⑩ 경상도 

⑪ 전라도 

⑫ 충청도 

⑬ 제주도 

 

6. 귀하의 직업은?  

① 전업주부  

② 자영업자 

③ 전문직 

④ 사무직 

⑤ 판매/서비스/영업직 

⑥ 기술/노무직 

⑦ 무직 

⑧ 학생 

⑨ 기타 

 

7. 귀하의 가계 월 평균 총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⑦ 800만원이상 ~ 1,000만원 미만         ⑧ 1,000만원 이상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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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brand experience 

and perceived authenticity on 

brand attitude 
- A comparison between luxury and SPA brands - 

 

 

Soeun Kim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vidences of what 

influences a consumer’s authenticity perception, which is a fashion 

attribute, through empirical research. In doing so, this current study 

was undertaken 1)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iving 

authenticity by classifying a consumer’s perceived experience, 

which takes place when they experience the brand (e.g. products 

and/or store image); 2) to determine the positive effects on a 

consumer’s brand attitude, which stems from the experience of 

perceiving brand authenticity; and 3)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perceiving brand authenticity by distinguishing the type of brands 

between either luxury or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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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after reviewing 

previous literature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brand authenticity attributes, according to a 

consumer’s level of brand experience contents: sensible, emotional, 

and cognitive experiences. Secondly,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each attribute of perceiving brand authenticity has a positive effect 

on a consumer’s brand attitude. Finally, the author focuses on the 

difference amongst the attributes of brand authenticity, which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a consumer’s brand attitude when 

perceiving different brands (e.g., luxury vs. SPA brands). 

  To investigate research questions empirically, the current study 

uses Chanel for the luxury brand sector and H&M for the SPA 

brand sector to develop stimuli. Developed stimuli were included in 

an online survey, organize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and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consumers through a third-party agent. 

A sampl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females in their 20s and 30s, 

and data from a total of 319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through SPSS 21.0.  

  Results from the analyzed dat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analysis, it was the correlation amongst the five 

attributes of brand authenticity and the consumer’s brand 

experience content, which have impact on brand authenticity 

perception. Emotional experience has a positive effect on all 

attributes of brand authenticity perception. Sensible experience 

show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originality attribute, as 

compared to when cognitive experience show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veracity attribute.  

  Seco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e effect of each 

attribute of brand authenticity on the consumer’s bran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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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 and trustworthiness attributes hav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sumer’s brand value awareness when 

a marginally significant effect was shown regarding the brand 

preference and brand loyalty. The originality attribute shows a 

significant effect on brand value awareness, when it shows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brand preference and brand loyalty. The 

prestige attribute show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brand 

value awareness and brand preference, while no effect was 

measured on the brand loyalty. The veracity attribute shows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brand value awareness, brand preference, 

and brand loyalty. The culture and tradition attribute shows a 

positive effect on the brand value awareness, while no effect was 

measured on other dimensions.  

  Third, regarding the different brand types, compare to the luxury 

brand, the SPA brand shows a stronger effect of original attribute 

on the brand value awareness. The luxury brand shows closer 

relationship between the brand preferences and overall attributes of 

perceiving brand authenticity, while authority, culture, and tradition 

attributes show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rand loyalty.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current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author 

reviewed prior literatures to apply and generalize scholars’ 

suggestion to approach a consumer’s mind through a quantitative 

method and an empirically verified consumer’s attitude.    

  Second, the author classifies a consumer’s brand experien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the perceived content of the 

experience and perceiving brand authenticity. Such research is 

significant as we are living in the era of experiential economy, and 

the author integrated keywords of experiential economy,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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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nd “authenticity.” Moreover, this study is consistent 

with the context of marketing research interest, which is the 

consumer’s emotional factor.  

  Third, the author sensed polarization in the current fashion 

industry, high-end, and fast-fashion, and reflected it on this 

research by comparing them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Such 

comparison is what distinguishes this research, as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brands focus on beverage, tourism, and luxury, 

and hence, broaden the research boundaries.  

  Finally, based on this research, brand managers would be able to 

develop brand strategies when they are willing to reach their 

consumers and increase their perception on brand authenticity, 

according to each attribute. 

 

Keywords : Brand Authenticity, Brand Experience, Experiential 

Marketing, Brand Attitude, Luxury Brand,  SPA Brand 

 

Student Number : 2014-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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