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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consumers' general perception on brand authenticity, tests the influences

of authenticity determinants on the evaluation of fashion brand authenticity and compares the influences in

terms of brand category (luxury/non-luxury). A three-stage methodological approach was adopted: (1) A

literature review identifies authenticity determinants and generates measurement items. (2) A preliminary

study uses a quantitative survey (n=50) to purify the determinants. (3) A quantitative consumer survey (n=

150) identifies general perceptions on brand authenticity by measuring the perceived relevance of brand

authenticity on determinants and explores the influence of determinants on authenticity evaluations using

purified measurements of authenticity determinants. The results of general perception on brand authenticity

show that Korean consumers deem authentic brands as honest, sincere and socially responsible. The results

indicat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luxury and non-luxury brands towards the influence of perceived au-

thenticity determinants (genuine, consistent, original, traditional and authoritative) on authenticity evaluation

of luxury/non-luxury brands. In non-luxury brands, only ‘genuine’ and ‘consistent’ have significant effects

that are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general perception on brand authenticity. However, only ‘consistent’ and

‘authoritative’ have significant effects for luxury brands and a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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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인

I. 서 론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기업의 고민은 위스키나 와인

과 같은 주류 브랜드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의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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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확산되었으며(Gilmore & Pine II, 2007), 현재는 기

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맞물려 브

랜드 신뢰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

로 인정받고 있다(Eggers et al., 2013; Leigh et al., 2006).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진정

성을 연구한 국내외 여러 학자는 학문적 관심의 부족을

꾸준히 지적하였다(Alexander, 2009; Bruhn et al., 2012;

Seo, 2012; Su et al., 2014). 진정성에 대한 연구는 철학, 문

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Wang, 2011),

마케팅 및 소비자 분야의 연구는 유독 부족한 편이다(Br-

uhn et al., 2012). M. B. Beverland(2005)와 Su et al.(2014)

은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매우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패션 기업 역시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럭

셔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에 반영된 진

정성이 럭셔리의 핵심이라고 인식하는 한편(Fionda &

Moore, 2009), 아웃도어 브랜드와 같이 포화한 카테고리

의 패션 브랜드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펼쳐 소비자에

게 피로감을 주고 있어 브랜드 스스로 진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중이다(Choi, 2015). 이에 비해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연구는 매우 드문데, 선행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패션 제품만의 복합성으로 설명하였다(Lim, 2013; Seo,

2012). Gilmore and Pine II(2007)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

핵심적인 진정성 속성을 구분하였는데, Seo(2012)는 패

션 제품이 다른 제품 유형 특성, 예를 들면 탐색재와 체

험재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패션 브

랜드의 진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im

(2013)은 소비자가 정서적 애착을 경험하는 감성적 제

품이자 상징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속성이 매우 다양함을 설명하였다. 즉,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정서적 애착을 느끼면서 일

상성이 높고, 다양한 제품 유형 특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하겠다.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진정

성이 복잡한 개념 구조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

에 소비자에 따라, 그리고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라 구조

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 et al., 2014). 두 번

째 관점은 진정성 자체는 단일차원이며 진정성의 선행

변수로서 다양한 브랜드 속성이 존재하고, 소비자에 따

라 혹은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라 선행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Beverland & Farrelly, 2010; Kim et

al., 2014; Schallehn et al., 2014).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첫 번째 관점으로 정성적인 방법

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진정성의 하위차

원을 밝혔다(Alexander, 2009; M. B. Beverland, 2005;

Leigh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문제점이 있는

데, 브랜드 진정성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비실용적이라는 것이다

(Seo & Lee, 2013). 또한, 브랜드 카테고리와 상황에 따라

브랜드 진정성의 개념과 구조를 새로이 밝혀야 한다는

것은 학문의 축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관점에 따라, 한국 소비자가 브랜드 진정성의 선

행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 속성은 무엇이며, 브랜

드 진정성 평가 시 선행변수의 영향력은 실제로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을 보다 명료

하게 하기 위해 브랜드 진정성 선행변수 대신 진정성 결

정요인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소비자가 지각하는 패션 브랜드의 진

정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진정성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의식

속에서 브랜드 진정성이 어떠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

는지 이해하기 위해 브랜드 진정성이 각 결정요인과 얼

마나 연관된 개념인지를 측정하고자 하며, 실제로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에 대한 내적 평가과정에서 각 결정요인

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브

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진정성과 결정요인의 수

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

의 영향이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착

안하여 패션 브랜드 내에서도 럭셔리 브랜드와 비럭셔리

브랜드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인식과 결정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

써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소비자

가 브랜드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Park & Kim, 2014), 한국 소비자가 생각하는

브랜드 진정성과 한국 소비자만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

로 전반적인 인식과 결정요인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진정성에 대한 의식(혹은 태도)과 실제(혹은 행동)의 차

이를 비교할 수 있다.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소

비자의 사전적 태도를 밝히는 것이라면, 특정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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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성과 결정요인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은 실제 평가행동을 밝히는 것이다. 두 가

지 과정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브랜드 진정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실제로 브랜드의 진정성

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양

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정량

적으로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진

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Alexander, 2009; Leigh et al.,

2006; Seo, 2012), 적은 수의 특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

다(Kim et al., 2002). 선행연구 중에 정량적인 접근 방식

을 취한 척도 개발 연구들이 있지만(Bruhn et al., 2012;

Kim et al., 2014; Napoli et al., 2014; Park & Kim, 2014;

Seo & Lee, 2013), 이들 역시 정성적인 방법으로 진정성

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밝

히고자 하였기 때문에 브랜드 진정성 인식 자체에 대한

양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더욱 명확한 결과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브랜드 진정성의 개념

소비자는 브랜드 홍수 속에서 더 고유하고 더 진실하

며 더 적절한 진짜 브랜드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점점

더 브랜드의 진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Arnould &

Price, 2000; M. B. Beverland, 2005). 진정성에 대한 요구

는 아주 강력해서, 비용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

하듯이 품질보다 브랜드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소

비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Gilmore & Pine II, 2007). 이

에 여러 연구자들이 진정성 있는 브랜드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Alexander, 2009; M. Beverland, 2005;

Bruhn et al., 2012; Kim et al., 2014; Napoli et al., 2014;

Schallehn et al., 2014; Seo, 2012; Su et al., 2014). 그러나

브랜드 진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는 찾기

드물며, 마케팅 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정성 연구는 대부

분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된 진정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

다(Bruhn et al., 2012).

심리학 분야에서는 진정성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드러나는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Robinson et al.

(1995)은 진정성이란 참자기를 아는 것과 참자기를 타

인에게 알리는 정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Guignon

(2004)은 사회적으로 포장된 자신이 아니라 깊은 내면

의 참자기를 접하는 것과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 참

자기를 표현하는 삶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다.

Gilmore and Pine II(2007)은 브랜드 진정성도 이와 마찬

가지로 브랜드가 스스로 거짓이 없고 브랜드의 핵심가

치를 유지하는 내적 일관성과 이를 과장된 형태나 허위

로 전달하지 않는 외적 일관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브랜드 진정성이란 브랜드가 가진 정체성 자체의 명확

성과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진실성이 포

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진정성이란 과연 대상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인

가 아니면 진정성을 평가하는 주체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

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진정성을 개인별 특성으로 본 견

해(Kernis & Goldman, 2006)와 관계 맥락에 따라 역동적

으로 변화하는 성질로 본 견해(Lopez & Rice, 2006; Mit-

chell, 1992)가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의 대상과 소비자

관계에서 인식되는 진정성은 대상에 내재한 고유의 속

성으로 볼 수 없고,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매우 상대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Beverland,

2006; Grayson & Martinec, 2004). 브랜드 진정성이란 브

랜드 활동이라는 단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인식된 진정

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것이다(Beverland & Farre-

lly, 2010; Bruhn et al., 2012). 만약, 브랜드 진정성이 특정

브랜드 고유의 성질이라면, 기업은 브랜드 컨셉에 따라

서 진정성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

랜드 진정성은 소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속

성이며, 더구나 그 평가는 상황적 맥락과 소비자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가 어떠한 단서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진정성을 평가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진정성 평가에 활용하는 브랜드 단서는

매우 다양한데, 소비자의 지식(Holt, 1998), 사회문화적

배경(Bruner, 1994; Rose & Wood, 2005), 소비 상황에 따

라(Brida et al., 2013),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는 서로 다른 단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진정성

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2.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

브랜드 진정성은 여러 단서들을 통해 소비자가 상대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Beverland & Farrelly, 2010).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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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and LeBoeuf(2011)은 브랜드 진정성에 대해 브랜드

에 내재한 속성, 즉,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바탕으

로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이라고 하였다. Kim et al.(2014)과 Schallehn et al.(2014)

은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브랜드 속성도 실제로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과 사

람에 따라 진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다를 것을 고려하

여 지각된 브랜드 속성이 진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즉, 브랜드가 까다로운 품질 기준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에 따라 그

품질 수준을 매우 높다고도 혹은 보통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따라 진정성을 평가할 때 제품 품질

을 아주 중요하게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Kim et al.(2014)과 Schallehn et

al.(2014)은 공통으로, 상황에 따라 특히 브랜드 카테고

리에 따라 단서의 활용도, 즉,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결정

요인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 브랜드 진정성 지

각의 상대성을 확인하였다.

브랜드 진정성을 다룬 많은 선행연구는 대부분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 혹은 선행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보다

는 브랜드 진정성의 하위차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

었다(M. B. Beverland, 2005; Seo, 2012; Su et al., 2014).

이들은 대부분 브랜드 진정성이 복잡한 개념 구조로 이

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는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

진다고 본 관점의 연구였기 때문에, 주류(M. B. Bever-

land, 2005), 패션(Seo, 2012), 화장품(Su et al., 2014) 등

특정한 제품 분야의 하위차원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

다. 그러나 브랜드 진정성의 구조를 밝힌 선행연구들도

소비자가 각 하위차원을 통해 브랜드 진정성을 지각하

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M. B. Beverland, 2005; Seo,

2012; Su et al., 2014),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브랜드 진정성의 하위차원으로 도

출된 차원을 결정요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Kim

et al., 2014; Schallehn et al., 2014), 브랜드 진정성의 하

위차원으로 언급된 각 요인은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

으로 볼 수 있다.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야를 좁혀서 살

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eo(2012)는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하위

차원으로 전통성, 권위성, 지역상징성, 일관성, 비대중성,

지속가능성, 독창성, 트렌드 반응성을 규명하였다. 이후

Seo and Lee(2013)와 Lim(2013)은 Seo(2012)의 차원을 활

용하여 각 결정요인이 브랜드 애착, 브랜드 몰입, 브랜드

충성(Seo & Lee, 2013)이나 브랜드 선호도(Lim, 2013)와

같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반

면,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연구한 Choi(2015)는 제품 진정성, 매장직원 진정성,

기업 진정성을 결정요인으로 도출하였고, 관련 분야인

화장품 브랜드의 진정성에 대해 연구한 Su et al.(2014)은

브랜드 진품성, 자연성, 스토리, 전문/일관성, 차별성,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 광고진실성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유

사 분야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확인된 것은 진정성 결정

요인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패션 브랜드가 아

닌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

점이다(Kim et al., 2014; Napoli et al., 2014).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을 종합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진정성의 결정요

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속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 일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브랜드 진정성의 요

인으로 공통되게 언급되고 있다(Kim et al., 2014; Lee &

Lim, 2014; Schallehn et al., 2014; Seo, 2012; Spiggle et

al., 2012). 진정성 있는 브랜드는 디자인이나 감각적인

요소들을 통해 스타일의 일관성을 지켜내며(Spiggle et

al., 2012), 일관된 품질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우수한 품

질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원료, 광고, 가격 등 다양한 요

소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에게 진정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Seo, 2012). 또한, Scha-

llehn et al.(2014)은 동일 시점에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통

해 일관된 가치를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에도 변함없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지속성도 브랜

드 진정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브랜드 전통성 혹은 브랜드 유산은 주로 주류나 패션

제품과 같은 경험재를 다룬 연구에서 주로 언급된 진정

성 요인이다(M. B. Beverland, 2005; Seo, 2012). 브랜드

전통성 혹은 유산이란, 제품의 스타일, 제작 방식, 브랜드

의 스토리가 특정한 시기나 장소와 문화적인 연관성이

있거나(Grayson & Martinec, 2004; Spiggle et al., 2012),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과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Gil-

more & Pine II, 2007). Gundlach and Neville(2012)은 장

인 정신의 오랜 계승이나 원산지/생산지에 대한 강력하

고 긍정적인 연상 역시 브랜드가 가진 유산에 해당한다

고 하였으며, Seo(2012)는 브랜드의 전통성과 지역상징

성을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브랜드

가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브랜드 진정성과

관련이 깊었다(M. B. Beverland, 2005).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유의 가치와 뚜렷한 정체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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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진정성의 결정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유의 가치는 곧 브랜드의 영혼이며, 그 가치

가 유지되지 못하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Beverland,

2006). 대신 이러한 가치는 철저한 보존이 아니라, 핵심

적인 아이디어는 지속시키되 이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Spiggle et al., 2012). 이와 유사하

게 독창성 요인도 브랜드의 고유성과 관련이 있다. 독창

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되게 언급되는 진정성 차원

이다(M. B. Beverland, 2005; Gilmore & Pine II, 2007;

Groves, 2001; Park & Kim, 2014; Seo & Lee, 2013). 고

유의 가치나 뚜렷한 정체성 요인이 브랜드 내적인 확립

과 계승을 통한 고유성에 중점을 두었다면(Spiggle et

al., 2012), 독창성 차원은 타 브랜드와의 차별성에 중점

을 둔 차원이며(Bruhn et al., 2012), 제품이나 마케팅 등

을 통한 외적인 전달을 포함하고 있다(Seo & Lee, 2013).

브랜드 독창성이 수평적인 측면의 차별성이라면, 국

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위성은 수직적인 측면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가 관련 분야의 선구자

적 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마케팅, 제조 방식을 처음으

로 시도했을 때 소비자는 진정성을 인식하게 되는데(Park

& Kim, 2014; Seo, 2012), 선도적인 입지의 브랜드는 우

수성을 바탕으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결

과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권위성을 갖게 된다. 이와는 반

대로 소비자층이 좁고 브랜드 노출이 적어서 하위문화

로 인식되는 차별성인 비대중성 차원도 브랜드 진정성

의 결정요인으로 언급되었다(Seo, 2012).

한편, 브랜드의 윤리성, 사회적 책임, 정직, 진실, 진심

등 소비자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원도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Lee

& Choi, 2012; Seo, 2012). 이들 차원은 브랜드가 도덕적

인 가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에게 믿음을 준다(Beverland & Farrelly, 2010). 흥미롭게

도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진심이 정직, 사회적 책임, 윤

리성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데에 비해(Kim

et al., 2014; Lee & Lim, 2014; Seo & Lee, 2013; Su et al.,

2014), 해외 연구에서는 주로 상업적 가치에 대한 거부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언급됨을 확인하였다(M. B. Bever-

land, 2005; Gundlach & Neville, 2012; Spiggle et al., 2012).

이 외에도 원료나 제조 방식에서 인공적인 것을 배제

시키는 자연성 요인(Gilmore & Pine II, 2007; Kim et al.,

2014; Su et al., 2014),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며 적극적으

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관련된 소비자 파트너쉽 요인

도 브랜드 진정성의 결정요인으로 언급되었다(Kadirov,

2010). 또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속성

인 트렌드 반응성 요인을 진정성 결정요인으로 추출한

연구도 있었다(Kim et al., 2014; Lim, 2013; Seo, 2012).

3.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른 브랜드 진정성 인식

차이

소비자의 진정성 지각에 대한 결정요인의 영향을 살

펴본 Kim et al.(2014)과 Schallehn et al.(2014)의 연구는

모두 그 영향력이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에 주목하였다. Kim et al.(2014)은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

하는 것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공적제품과 사적인 공간

에서 사용하여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사적제품으로

구분하여, 공적제품에서는 유행반응성 요인의 영향이 높

은 반면, 사적제품에서는 자연성 요인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브랜드 진정성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라 결정요인이 매우 상이하게 언

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권위성, 일관성, 독창성 등

이 설명력 높은 요인으로 언급된 것에 비해(Seo & Lee,

2013), 자동차 브랜드를 다룬 연구에서는 제품 우수성과

전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Leigh et al., 2006).

소비자는 브랜드의 가치나 표현이 자신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부합하는 브랜

드에 대해 진정성을 인식하게 된다(Beverland & Farrelly,

2010; Postrel, 2003). 즉, 브랜드 진정성의 지각과정은 소

비자가 추구하는 혜택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와 매우 큰

관련이 있는데(Kim et al., 2014),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

인별로 제공하는 혜택은 매우 다르다. 제품 품질과 관련

된 요인은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브랜드 전통

이나 역사와 관련된 요인은 상징적이거나 표현적 혜택

을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혜택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패션 브랜드

라는 동일 제품군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럭셔리 브랜

드의 추구혜택으로는 사회적 지위, 심미성, 개성, 품질

이(Hwang & Yang, 2004),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추구혜

택으로는 경제적 효용, 쇼핑편의성, 개성, 관리용의성이

언급되었다(Ko et al., 2010). 즉,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

라서 추구혜택에는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브랜드 진정

성 지각과정에서 결정요인의 역할에 차이가 생길 것임

을 예상할 수 있다.

패션 브랜드에서 럭셔리 브랜드는 고유의 특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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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비럭셔리 브랜드와는 브랜드 전략에 큰 차이를

보이는 카테고리이다(Vigneron & Johnson, 2004). 럭셔리

브랜드란 높은 가격, 훌륭한 품질, 특화된 유통채널, 명

성, 희소성과 독창성, 전통적 유산, 사치성을 가지는 것으

로(Dubois et al., 2001; Kapferer & Bastien, 2009), 품질이

나 명성, 전통 등에서 비럭셔리 브랜드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브랜드 진정성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를 다룬 연구들이 많은데(M. B. Beverland, 2005;

Leigh et al., 2006), 최근의 연구는 브랜드 진정성을 럭셔

리 브랜드에 국한시키지 않고 비럭셔리 브랜드로 확장시

켜 살펴보는 추세이다(Brida et al., 2013; Park & Kim,

2014; Schallehn et al., 2014). 그러나 아쉽게도 럭셔리 브

랜드와 비럭셔리 브랜드의 두 카테고리를 비교한 연구

는 없기 때문에, 동일한 패션 분야 내에서 럭셔리 브랜드

와 비럭셔리 브랜드별로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제품 카테고리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

을 밝히고,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평가에 미치는 결정요

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문제, 설문지 개발 및 자

료수집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밝

힌다.

연구문제 2: 패션 브랜드 진정성 평가에 작용하는 결

정요인의 영향을 밝힌다.

2-1: 럭셔리 브랜드 진정성 평가에 작용하는

결정요인의 영향을 밝힌다.

2-2: 비럭셔리 브랜드 진정성 평가에 작용하

는 결정요인의 영향을 밝힌다.

2. 연구방법

1)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타당성 확인

본 연구는 진정성 결정요인을 활용하여 한국 소비자

가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 진정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연구에서 브랜드 진정성의 결정

요인을 수집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

행연구에서 브랜드 진정성의 하위차원으로 언급된 요인

들 역시 결정요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들도 모두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차원들의

정의와 각 차원에 해당하는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유사한

요인끼리 모은 결과, <Table 1>과 같이 총 15개의 요인

명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때 각 요인과 함께 수집, 수

합한 요인별 측정문항은 본 조사에서 활용하였다. 브랜

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15개

의 요인명을 각각 개별척도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정

직성’ 요인은 ‘진정성 있는 브랜드란 정직한 브랜드를

말한다’는 측정문항으로 변경하였다. 남녀 대학생 50명

(남 50%, 여 50%)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진정성

단어 노출빈도(‘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및 이

해도(‘진정성’의 의미를 알고 있다)와 함께 브랜드 진정

성에 대한 인식을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예비조사 결과, 진정성을 전혀 들어 본 적 없다고 답

했거나, 진정성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 명이었으며(노출 및 이해도 모두 1점), 비교적 진

정성이라는 단어에 많이 노출되었고(M=5.76), 이해도

도 높은 편임(M=5.62)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 진정성

인식 결과에서는 문항 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정직한

브랜드, M=5.62; 자연이 느껴지는 브랜드, M=3.12), 브

랜드 진정성 인식에 대한 정량적인 조사의 타당성을 확

인하였다.

2) 본 조사 설문지 개발과 자료수집

본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브

Table 1. Measurement items for the perceived concept of brand authenticity

Measurement items

Honest Genuine Sincere

Strong identity Establishing independent values Socially responsible

Meeting the expectations of consumers Consistent Strong reputation

Leading a field Long tradition Unique

Natural Non-popular Trend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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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 대한 인식, 진정성 있는 패션 브랜드, 응답한 브

랜드에 대한 진정성 평가, 응답한 브랜드의 결정요인별

평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브랜드 진정성 인식 척도로

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브

랜드 진정성의 결정요인 평가척도로는 예비조사에서 각

요인명과 함께 수집한 요인별 측정문항을 취합하여 이

를 활용하였다. 유사 문항은 대표 문항 하나로 정리하였

으며, 예비조사 결과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브랜드 진정

성과의 관련성을 중립값(4점)보다 낮게 평가한 비대중

성(M=3.43), 자연성(M=3.12), 트렌드 반응성(M=3.15)과

관련된 척도는 모두 제거하였다.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

인을 측정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총 17개 문항이 활용되

었다. 앞서 요인명이 총 15개로 정리된 것과 비교할 때,

전체 측정문항이 요인의 수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은 17개

로 수합된 것은 동일한 측정문항을 활용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마다 그 문항이 각기 다른 문항들과 묶여

서로 다른 요인으로 도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설문은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부분과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부분으로 구성하였

다. 먼저 일반적 인식에서는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

정성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인

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패션 브랜드 평가를 위해서는 먼

저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는 패션 브랜드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패션 브랜드로는 의류 브랜드, 액세서리

브랜드, 잡화 브랜드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후, 응답한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와 비럭셔리 브랜드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질문하였고, 이어서 그 브랜드에 대해 결정

요인 17문항과 브랜드 진정성 지각문항을 이용하여 평

가하게 하였다. 브랜드 진정성 지각은 Waitt(2000)의 지

각된 진정성 척도, ‘이 브랜드는 진정성이 있다’로 평가

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분석에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이용하여 수집

한 전국의 남녀 대학생 153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남 50.3%, 여 49.7%), 이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8개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제외된 응답자 중 3명은 진정성

단어에 대한 노출 및 이해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로, 노출

빈도 문항과 이해도 문항 중에서 한 문항 이상 ‘전혀 그

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였다. 나머지 5명은 진정성 있

다고 생각하는 패션 브랜드의 이름을 기술하는 문항에

서 패션 브랜드에 해당되지 않는 브랜드를 응답한 경우

였다. 분석에 활용한 총 145개 데이터의 진정성 단어 인

지도는 노출 문항(M=5.59)과 이해도 문항(M=5.54)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편이어서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인식

과 결정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응답자들이 기술한 브랜드를 살펴보면, 글로벌 스포

츠 브랜드와 SPA 브랜드, 국내외 캐주얼 브랜드, 해외

명품 브랜드 등 매우 다양하였다. 본인이 선택한 브랜드

의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에, 럭셔리 브랜드라는 응답이

33.8%(49명), 비럭셔리 브랜드라는 응답이 76.2%(96명)

이었다. 그러나 빈폴과 나이키의 경우에는 응답자에 따

라 럭셔리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비럭셔리 브

랜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혼재하는 등 소비자의 브

랜드 분류 응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먼저, 연구자

들이 럭셔리 브랜드로 구분된 브랜드를 살펴보고, 럭셔

리 브랜드에 대한 Dubois et al.(2001)과 Kapferer(2001)

의 정의인 ‘높은 가격, 훌륭한 품질, 특화된 유통채널, 명

성, 희소성과 독창성, 전통적 유산, 사치성을 가지는 것’

에 따라 브랜드 카테고리가 부적절한 브랜드를 추출하

였다. 그 결과, 럭셔리 브랜드로 응답한 브랜드 중 빈폴

(n=2), 나이키(n=1), 올리비아로렌(n=1)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연구자들

과 연구자를 제외한 의류학 박사 3인이 각각 세 브랜드

에 대해 럭셔리 브랜드 여부를 판정하였으며,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세 브랜드를 비럭셔리 브랜드로 분류하였

다. 이에 따라 총 4명의 응답을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는31.0%(45명)이, 비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는 69.0%(100명)이 응답하였다. 럭셔리

브랜드의 응답빈도는 샤넬(n=12, 26.7%), 루이뷔통(n=4,

8.89%)의 순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는 모두 2 이하의 빈

도를 보였다. 비럭셔리 브랜드 중 응답빈도는 나이키(n=

14, 14.0%), 유니클로(n=12, 12.0%), 빈폴(n=8, 8.0%)의 순

으로 높았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전반적

인식

한국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브랜드 진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측정문항별로 응답 평

균을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Table 2).

<Table 2>에서 평균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상위

에 위치한 항목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브랜드 진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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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강력히 연상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브랜드 진정성

과 관련이 높다고 인식하는 항목이다. 소비자는 정직한

브랜드, 진심이 느껴지는 브랜드, 진실성이 있는 브랜드,

고유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에 대해 5점 이상의 높은 응

답경향을 보여주었다. 중립값인 4점과 단일표본 t-검정

을 실시한 결과, 일관성 문항의 평균인 4.50(t=4.24, p<

.001)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는 모두 중립값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 소비자는 진정성 있

는 브랜드란 정직, 진심, 진실과 같이 믿음을 주는 브랜

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으며, 이와 유사하게 사

회적 책임을 다하거나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브랜

드로 인식하는 경향도 높은 편이라 하겠다. 또한, 고유

의 가치가 느껴지거나 정체성이 분명한 브랜드로 인식

되는 경향도 나타나 브랜드의 의도가 분명히 전달될수

록 진정성이 높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통이 깊은 브랜드, 독창적인 브랜드, 자연이 느

껴지는 브랜드, 매니아 중심의 브랜드, 트렌드를 반영하

는 브랜드는 한국 소비자에게 브랜드 진정성과는 연관

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데, 해외의 브랜드 진정성 연구에서 전통과 독창성은

제품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공통되게 언급되는 결정요인

이기 때문이다(M. B. Beverland, 2005; Gilmore & Pine

II, 2007; Groves, 2001). Beverland et al.(2008)는 브랜드

의 전통이나 역사, 기원과 그로 인한 타 브랜드와의 차

별성이야말로 언어적 의미로 볼 때 가장 본질적인 개념

에 해당하는 순수한 진정성이라고 하였다. 즉, 서구 문화

에서 전통과 독창성은 진정성의 핵심으로 해석할 수 있

는데, 이와는 반대로 한국 소비자는 브랜드 진정성을 정

의하는 데에 있어서 서구의 진정성 핵심요인들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의 브랜드 진

정성과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authenticity 사이에는 인

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한국 소비

자의 인식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도 차이를 보인다. 심층면접을 통해 브랜드 진정성의 요

인을 밝힌 국내 연구에서는 전통과 독창성을 모두 언급

하고 있어(Park & Kim, 2014; Seo, 2010), 본 연구결과

보다 해외 연구와 유사성이 높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

방법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연구 모

두 심층면접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진정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을 실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초기 국내 연구로, 연구자와 면접대상자

간의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특정 개념이 인지적으로 활성화되

면 이어서 제시되는 자극의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Schmitt, 1994), 미리 제시

된 진정성 개념이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면접자의 응답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

들이 제시한 개념이 브랜드 진정성 혹은 진정성에 대한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연구된 브랜드 진정성의 개념이 투영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떠한 자극도 없는 상태에

서 측정된 브랜드 진정성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비

해 한국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하기에 더욱 적

합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에게 브랜드 진정성이란 브랜드 고

유의 진품성보다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의 비

중이 훨씬 높으며, 이러한 신뢰는 상품보다는 기업의 가

치나 정체성, 사회적 책임과 같이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m et al.(2014)

Table 2. Korean consumers' perceived concept of brand authenticity

Items Mean S.D.  Items Mean S.D.

Honest 5.42 1.07 Long tradition 4.08 1.49

Sincere 5.34 1.20 Strong reputation 3.73 1.49

Genuine 5.23 1.26 Leading a field 3.71 1.46

Establishing independent values 5.12 1.25 Unique 3.63 1.50

Socially responsible 4.75 1.43 Natural 3.52 1.33

Meeting the expectations of  consumers 4.69 1.23 Non-popular 3.48 1.53

Strong identity 4.65 1.40 Trend reflection 3.20 1.47

Consistent 4.50 1.47

7-point Likert item (1: not at all, 7: very much)

– 822 –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과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향 49

은 authenticity와는 달리 우리말에서는 감성적이고 사회

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의 진정성 인식에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는데(Bruner, 1994; Rose & Wood, 2005), 본 연구

와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 차이 역시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패션 브랜드 진정성 평가에 작용하는 결정요인

의 영향

본 연구는 앞서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

자의 인식을 조사한 것에 이어, 브랜드 진정성을 결정짓

는 요인들이 실제로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평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결정요인

의 영향을 럭셔리 브랜드와 비럭셔리 브랜드로 구분하

여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진정성 평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패션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의 하위차원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비교하

기 위해 결정요인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한

결과,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분석과정에서 요인별 신

뢰도를 저하하는 두 문항(특정한 지역이나 문화, 역사적

인 시기와 강한 연관이 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다)을

제외하였다. 요인분석에 투입된 15개 문항의 공유치는

0.69 이상으로 각 변수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전체

변량의 83.3%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각 요인별로 할당

된 변수는 <Table 3>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진실, 진심,

믿음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진실성으로 명명하였

다. 이 요인은 앞서 살펴본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최상위에 오른 항목들과 매우 관련성이 높아,

높은 설명력을 예상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일관된

디자인, 좋은 품질의 오랜 유지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기대에 일관되게 부응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일관성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독창

성과 관련된 문항들이 추출되어 독창성으로 명명하였으

며, 네 번째 요인은 전통, 유산, 오랜 역사와 관련성이 높

아 전통성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상대적인

지위, 힘, 권위와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권위성이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섯 요인은 패션 브랜드의 진정

성을 핵심속성과 촉진속성으로 살펴본 Seo(2012)의 연

구결과보다 훨씬 단순화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요인

의 수가 선행연구보다 줄어든 것은 예비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요인들

을 미리 제거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섯 요인을 살펴보면,

일관성(Kim et al., 2014; Lee & Lim, 2014; Schallehn et

al., 2014; Seo, 2012; Spiggle et al., 2012), 진실성(Alex-

ander, 2009; Beverland & Farrelly, 2010; Bruhn et al.,

2012; Morhart et al., 2015; Napoli et al., 2014; Su et al.,

2014), 독창성(M. B. Beverland, 2005; Gilmore & Pine II,

2007; Groves, 2001; Park & Kim, 2014; Seo & Lee, 2013),

전통성(M. B. Beverland, 2005; Gundlach & Neville, 2012;

Seo, 2012; Spiggle et al., 2012)과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

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요인과 더불어 권위성과 같

이 국내 선행연구(Soe, 2012)에서 특징적으로 도출된 요

인까지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패션 브랜드 카테고리별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향력

비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를 럭셔리 브랜드와 비럭셔리 브

랜드로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진정성 결정요인에

대한 개별 평가가 전반적인 브랜드 진정성 평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카테고리 간 차이를 논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섯 결

정요인별로 요인 평균을 산출하여 다섯 개의 요인 평균

을 독립변수로, 브랜드 진정성 평가를 종속변수로 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가 선택한 브랜드에 따라 럭

셔리 브랜드 집단과 비럭셔리 브랜드 집단별로 각각 분

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는 브랜드 카테고리별로 각

각 실시한 두 번의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정리한 표이다.

브랜드 진정성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의 영향을 브랜

드 카테고리별로 살펴본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와 비럭셔리 브랜드의 진

정성 평가에 작용하는 결정요인의 영향에는 카테고리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발견되었다. 두 개의 카테고

리에서 다섯 개의 결정요인 중 각각 단 두 개 요인의 영

향만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인식에 대

한 설명력은 럭셔리 브랜드가 84%, 비럭셔리 브랜드가

62%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럭셔리 브랜드는 일

관성과 권위성이, 비럭셔리 브랜드는 진실성과 일관성

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독창성과 전통

성 두 요인은 어떠한 카테고리에서도 진정성 평가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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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 진정

성 결정요인은 특정한 브랜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일반

적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추출한 문항을 활용하여 도

출된 것인 반면, 결정요인의 영향력은 럭셔리 패션 브랜

드와 비럭셔리 패션 브랜드라는 특정한 카테고리에 한

해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카테고리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권위성의 영향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럭셔리 제품을 대상으로

한 M. Beverland(2005)의 연구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인데, 선행연구에서는 제품의 품질의 우수성과

전통이 진정성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반

면, 일관성은 다른 차원에 비해 비교적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는 한국 소비자들이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brand authenticity determinants

Factor Items Mean S.D.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Genuine

Is truthful 4.72 1.07 .93

2.77
18.47

(18.47)
.89

Is sincere 4.71 1.07 .91

Is reliable 5.31 1.10 .53

Delivers what it promises 4.90 1.13 .53

Consistent

Reflects a timeless style 5.20 1.13 .82

2.64
17.62

(36.09)
.80Tries to be true to what it stands for 5.09 1.24 .62

Committed to retaining long-lasting quality standards 5.15 1.10 .59

Original

Is truly original 4.38 1.29 .91

2.58
17.19

(53.28)
.88Unique 4.31 1.34 .87

Is different from all other brands 4.74 1.26 .62

Traditional
Reflects a sense of tradition 4.99 1.38 .83

2.53
16.83

(70.11)
.91

Reinforces and build on heritage 4.71 1.37 .76

Authoritative

Has a reputation in society 4.35 1.32 .88

1.98
13.22

(83.33)
.86Exerts a power that customers are willing to follow 4.18 1.26 .76

Is considered to have authority 4.03 1.14 .62

7-point Likert item (1: not at all, 7: very much)

Table 4. Effects of authenticity determinants on perceived brand authenticity

Brand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s Mean S.D. Standardized β t-value F-ratio Adjusted R
2

Luxury

Genuine 5.00 0.96  .02  .09***

32.34*** .84

Consistent 5.10 1.06  .93  4.90***

Original 4.84 1.14 −.15 −1.05***

Traditional 5.50 1.14 −.12 −.94***

Authoritative 4.70 1.04  .31  2.80***

Non-luxury

Genuine 4.87 1.03  .63  5.64***

38.01*** .62

Consistent 5.03 1.01  .29  4.99***

Original 4.42 1.15 −.11 −1.50***

Traditional 4.68 1.31 −.08 −.72***

Authoritative 4.04 1.09  .09  .88***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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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일관

성과 권위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전통성과 독창

성, 진실성은 의미 있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브랜드 진정성 인식

의 결과와도 다소 불일치하는데, 한국 소비자가 진정성

있는 브랜드란 정직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적으로 이루어지

는 럭셔리 브랜드의 평가과정에서는 진실성보다는 일

관성이나 권위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는 의식과 실제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럭셔리

브랜드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들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진정

성을 평가할 때에 브랜드의 전통성이나 독창성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두 결정요인은 질적

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 요

인으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M. B. Beverland, 2005),

럭셔리 브랜드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에서 럭셔리의 핵심

속성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Fionda & Moore,

2009; Moore & Birtwistle, 2004; Vigneron & Johnson,

2004),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브랜드 진정성 평가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럭셔리 브랜드의 전통성

이 브랜드 가치나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Hwang, 2013), 전통성과 관

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한국 소비

자의 인식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럭셔리 브랜드의 독창성은 브랜드 가치나 자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는데(Hwang, 2013; Shin et al., 2011), 이

는 독창성이 럭셔리 브랜드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하고 브랜드의 진정성 평가에는 단서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결정요인을 다시 살펴보면, 먼저 품질이나 스타

일 등의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관련된 일관성이 가장 큰 영향(β=.93)을

미치는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진정성에 대

한 인식 결과를 고려할 때 진실성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실제 관찰된 결과에서는 제

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가치가 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품질우수성을 럭셔리 브랜드 진정성의 중요 요소로

언급한 M. Beverland(2005)의 연구나 스타일 일관성을

패션 브랜드 진정성의 핵심 속성으로 분류한 Seo and

Lee(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권위성이 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 인식

에 유의한 영향(β=.3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

위성은 브랜드의 사회적 평판, 권위, 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과 관련된 요소인데, 선행연구에서 럭셔리 브랜

드의 특징으로 언급한 사회적 지위 상징과 매우 관련성

이 높다(Kapferer & Bastien, 2009; Shin et al., 2011). 권

위성이 브랜드 진정성의 요인으로 언급된 경우는 해외

연구에서는 매우 드문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Seo and Lee(2013)와 Park and Kim(2014) 및 Kim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각각 권위성을 독자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거나, 권위성과 다른 요소가 합쳐진 포괄적인 개

념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즉, 권위성이 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럭셔리라는 카

테고리의 특성과 한국 소비자의 특수한 성향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진실성과 일관성의 영향

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일관성은 럭셔리 브랜드

에서도 유의한 영향이 확인된 결정요소로, 브랜드 카테

고리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 소

비자들이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을 평가할 때 브랜드 제

품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비럭셔리 브랜드에서는 일관성(β=.29)보

다 진실성(β=.63)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럭셔리 브랜드에서 일관성이 권위성의 3배

에 해당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비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을 평가한 응답자들은 무엇

보다 브랜드의 정직성과 진심, 브랜드의 약속 이행 등과

관련된 요소인 진실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한

국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 결과와 일치한다. 즉, 비럭셔

리 브랜드의 진정성에 관한 한, 의식과 실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비럭셔리 브랜드 진정성의 또 다른 결정

요인인 일관성이 성과적 측면의 진정성이라면, 진실성

은 도덕적 가치에 가까운 추상적인 진정성이다(Park &

Kim, 2014). 달리 말하면, 일관성은 높은 품질이나 일관

된 스타일 등 객관적인 성과들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도덕적이고 추상

적인 진실성은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의 진실성이 주로 커뮤니케이션, 특히 광

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된다는 점과(Soh, 2009; Su

et al., 2014) 국내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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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기업의 진실성을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Kim et al., 2014; Lee & Lim, 2014; Seo & Lee, 2013),

기업의 도덕적 가치를 꾸밈없이 전달하는 광고나 사회

적 책임활동 보고서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적절한 해답임을 예상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소비자가 브랜드 진정성이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을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패션 브랜드의 진정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먼

저, 선행연구의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을 추출하였으

며, 이를 활용한 브랜드 진정성 인식 척도를 개발하여 브

랜드 진정성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측

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수집한 브랜드 진정성 결

정요인 측정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패션 브

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럭셔리

브랜드와 비럭셔리 브랜드로 구분하여, 패션 브랜드 진

정성 결정요인이 소비자의 진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각 카테고리별로 살펴보았다.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한국 소비자들

은 진정성 있는 브랜드란 정직, 진심, 진실과 같이 믿음

을 주는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으며, 이와 유

사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거나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

하는 브랜드로 인식하는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해

외 연구에서 공통되게 언급되는 전통과 독창성은 한국

소비자가 생각하는 브랜드 진정성과 관련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한국 소비

자들에게 브랜드 진정성이란 브랜드 고유의 진품성보

다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의 비중이 훨씬 높

으며, 이러한 신뢰는 기업의 가치나 정체성, 사회적 책임

과 같이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 전달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구 문화에서 브랜드의 전통과

독창성은 진정성의 핵심으로 이해되는 것에 반해(Be-

verland et al., 2008),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정반대의 결

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한국과 서구의 진정성에는 인

식 차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관한 연구결

과는 소비자의 진정성 인식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Bruner, 1994;

Rose & Wood, 2005),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큰 서

구와 아시아 국가 간의 큰 차이 역시 예상할 수 있다. 이

러한 차는 학문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학문적으로는, 서구에서 인식되는 진정성과 한국에

서 인식되는 진정성 간의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이 진정성을 독창성이나 전통

과 같은 차별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은 향후 기업의

진정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자들이 꼭 기억

해야 할 내용이다. 산업적으로는, 브랜드 진정성을 중요

한 가치로 내세우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 표준화된 글

로벌한 마케팅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즉, 진출 국가에 따라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인식

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주력으로 관리해야 하는 혹은 주력으로 소통

해야 하는 결정요인을 차별적으로 선정, 관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비럭셔리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진정성 평가에 작용하는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른 확

연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진정성 결

정요인인 진실성, 일관성, 독창성, 전통성, 권위성 중에

서,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일관성과 권위성의 영향

만이 나타났지만, 비럭셔리 브랜드의 경우에는 진실성

과 일관성의 영향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향력의 크기

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럭셔리 브랜드는 제품

의 디자인이나 스타일과 관련된 일관성이 매우 큰 영향

을 보이며, 다음으로 권위성의 영향이 나타났다. 비럭셔

리 브랜드는 진실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일관성

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

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반적 인식 결과와 비교해 보면,

비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결정요인은 진정성 있는 브랜

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러나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소비

자 응답결과와는 달리 진실성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 인식 결과에서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던 권위성

의 영향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럭셔리 패션 브

랜드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인 브랜드 진정

성 평가와 전혀 다른 단서를 활용함을 보여주며, 럭셔리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내적 태도와 실제 평가

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패션 업계는 브랜드 특성에 따라 진정성 결정

요인의 중요도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한국에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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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브랜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품질과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

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럭셔리 브랜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예를 들어 우수한 품질의 대표 제품을 개발하

고 이를 꾸준히 출시하는 것이 럭셔리 브랜드의 진정성

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평판과

명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함으로써 진

정성 평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럭셔리 브랜드가 아

닌 일반 패션 브랜드에게는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데, 진

실성이 정직, 소비자와의 약속에 대한 부응과 관련된 요

인인 만큼,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브랜드 진정

성이 크게 훼손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가 원료나 제조 방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가감 없이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매우 쉽게 접

할 수 있게 한다면, 또한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

도록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소비자는

브랜드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카테고리에 따른 차이는 학문적으로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초기에

는 고급 와인이나(M. B. Beverland, 2005) 자동차(Leigh

et al., 2006) 등 매우 좁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다가 최근

브랜드 진정성 척도 개발 등의 연구에서 다양한 제품군

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Park & Kim,

2014), 아예 브랜드와 제품군을 선정하지 않고 개방형으

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Napoli et al.,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진정성 결정요인의 영향력 혹

은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브랜드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서는 브랜드 카테고리로 럭셔리와 비럭셔리를 활용하였

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더욱 다양한 카테고리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브랜드(예, 패션 유통

업체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예, 패션 제조 브랜드), 글로

벌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 스마트 웨어 등 첨단의 제품

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와 전통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는

브랜드 등의 비교를 통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브랜드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정량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총 145개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기에 본 연

구의 표본이 전체 한국 소비자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 간의 인식 차

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

접근이라는 의의를 고려했을 때, 표본 수의 확대 역시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세대 간 비교로 확장시키거나,

연구대상에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한국

소비자의 브랜드 진정성 인식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간

비교, 특히 문화권에 차이가 있는 서구 국가와 유사 문

화권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브랜드 진정성 인식과

한국에서의 브랜드 진정성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문화에

따른 차이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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