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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럭셔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전 세계적인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

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고소득층의 럭셔리 소비

와는 달리 현재 럭셔리 소비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이 낮은 젊은 고객층의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다. 럭셔리 쇼핑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온라인 채널

을 통해 정보 및 제품 검색, 가격비교를 한 후 오프라인 

채널에서 실제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Lee et al., 2020).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소비행동은 

진화되고 있으며, 최근 럭셔리 매출의 약 78%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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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20). 오프라인 판매 방식을 고수하던 럭셔리 

브랜드도 비대면 소비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매장을 

늘려가며 태세 전환에 나서고 있다(Son, 2020).

파페치(Farfetch), 네타포르테(Net-a-porter), 매치스

패션(Matchesfashion)과 같은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전 

세계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들의 컬렉션 소개 및 시즌 

트렌드와 신제품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하여 럭셔

리 온라인 쇼핑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해외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면서 국내

에서도 이러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성장가능

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이랜드는 200여 개의 해외 

럭셔리 브랜드와 자사 유럽 콘텐츠를 포함하여 럭셔

리 패션 플랫폼인 럭셔리 갤러리(Luxury Gallery)를 런

칭하였고(Cha, 2020),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발란(Bala-

an), 트렌비(Trenbe), 캐치패션(Catch Fashion), 머스트

잇(Mustit)의 경우 총 60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

였으며, 올해 실적도 모두 두세 자릿수 신장세를 보이

고 있다(Park, 2020). 뿐만 아니라, 2020년 미국 최대 온

라인 리테일러 아마존이 럭셔리 패션 플랫폼인 럭셔

리 스토어(Luxury Stores)를 런칭하였고, 2017년에 오

픈한 중국 알리바바 티몰의 럭셔리 패션 플랫폼인 럭

셔리 파빌리온(Luxury Pavilion)은 중국 명품 쇼핑의 게

이트웨이(gateway)로 불리고 있다(Jang, 2020).

온라인 환경에서 럭셔리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

자상거래가 럭셔리 브랜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Hennigs et al., 

2012). 이는 오프라인 판매 실적 하락으로 인해 럭셔리 

기업들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Barton et al.(2016)은 “디지털 or 죽

음: 럭셔리 브랜드를 위한 선택”이라는 극단적인 표현

을 쓰면서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럭셔

리 브랜드의 성장 잠재력은 전자상거래에 숨어 있으

며 2025년까지 럭셔리 매출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Barton et al., 2016).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검색부터 결제 및 배송

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빠르게 쇼핑하는 전자

상거래 활동뿐만 아니라 AI(artificial intelligence), AR 

(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의 진화를 통해 지식과 정

보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 창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Jung & Kim, 2019).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경우 이

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가치를 

제공하고, 단일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 여러 브

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Chevalier & Gut-

satz, 2012). 또한, 럭셔리 온라인 쇼핑에 있어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 사용에 

매우 익숙한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의 온라인 쇼핑

에 대한 연구, 럭셔리 제품 온라인 구매에 대한 진품과 

복제품에 대한 연구 등 많은 럭셔리 관련 연구들이 있

지만, 럭셔리 패션 플랫폼을 다룬 학문적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 속성과 온라인 패션 플랫

폼의 결합의 관점에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 그리고 온라

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개인특성인 유행추구성향에 따라 

플랫폼 신뢰와 만족 및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

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도 불구하고 럭셔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끊임없

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하여 럭셔리 브랜드와 소비자들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졌다. 최근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럭셔리 브

랜드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 및 판매하는 럭셔

리 패션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은 온라인 채널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의 온

라인 소비가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럭셔리 패션 플

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유행추구성향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이 가

지는 마케팅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는데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배경및가설도출

1. 럭셔리 패션 플랫폼(Luxury Fashion Platform)

의 개념과 속성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온라인 소매점으로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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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

고 판매하는 쇼핑 플랫폼이다(Enes & Pinheiro, 2020). 

이러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최근 더욱 대중화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럭셔리 패션 업

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자 판매 전환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를 한 매장에서 취급하는 오

프라인 매장들은 기존에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매장

들을 멀티 레이블 스토어(multi-label store), 셀렉트 숍, 

콘셉트 스토어라는 용어들로 불리며 다양한 형태의 

편집매장으로 유형화되는데, 분더샵이나 10 꼬르소꼬

모 등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구성된 

콘셉트 스토어를 하이엔드 멀티 브랜드 스토어로 구분

한다(Kim & Hwang, 2011). 과거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

와 아이템을 한 곳에 모아 판매했던 매장들과 달리 하

이엔드 멀티 레이블 스토어는 여러 럭셔리 브랜드의 

상품들을 통일된 콘셉트으로 구성하고, 전체적인 코

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의류, 액세서리, 잡화류를 판

매한다(Kim, 2018). 또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매장 자체의 독창성을 기

본으로 그 매장만의 독특한 개성을 추구해 하나의 문

화 상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차별화하고 있

다(Kim & Hwang, 2011). 오프라인 위주의 이러한 채널

도 인터넷의 보편화에 발맞추어 젊은 소비자층을 겨

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그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멀티 브랜드 스토어와 비슷

한 맥락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의 제

품을 취급하고, 진보된 기술, 특히 온라인 패션 소비자

의 기본적인 기대 조건인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빠

른 배송 서비스와 안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다(Kapferer, 2014). 대표적인 해외 럭셔리 패션 플랫폼

으로는 파페치, 네타포르테, 매치스패션, 육스(Yoox) 

등이 있으며(Sherman, 2020), 국내 대표적인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이랜드의 럭셔리 갤러리, 트렌비, 발란, 

캐치패션 등이 있다(Park, 2020). 럭셔리 패션 플랫폼

에서는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의 상품을 활용하여 각 

플랫폼에서 추구하는 콘셉트와 스타일을 반영한 화보 

이미지 및 비디오 클립 제공을 통하여 고객에게 어필

하고 있으며, 차세대 테크놀로지 AI, AR, VR 등의 4차 

산업 기술의 접목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

로 삼고 있다. 럭셔리 온라인 시장은 경기의 어려움에

도 꾸준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며, 다변화된 판매 방식

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

은 기존의 단일 브랜드 매장과 달리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검색과 브랜드 및 제품 비

교의 기회 제공을 통해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쇼핑

동기를 높이며, 즐거운 쇼핑경험을 이끌어 낸다(Des-

michel & Kocher, 2020). 

소비자-브랜드 관계 이론(consumer-brand relation-

ship theory)에 따르면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 가치 교환으로 정의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고 심화되어 제품과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강

화한다. 또한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는 소비경

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Evrard & Aurier, 1996). 이

처럼, 지각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속성으로 인한 소

비자의 신뢰와 만족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

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 몰입과 이익을 제공하

게 된다(Smit et al., 2007).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럭셔

리 브랜드와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 

Kapferer and Bastien(2009)에 따르면 럭셔리 브랜드

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독점성(exclusivity)으로 럭셔

리 패션 플랫폼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속

성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으며 Park et al. 

(2018)에 의해 제시된 구색 크기(assortment size)와 편

리성(convenience), 그리고 Liu et al.(2020)에 의해 제

시된 속성 중 개인화(personalization)를 주요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속성을 토대로 소비자가 지

각하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속성을 4가지 차원인 

브랜드 구색 크기, 독점성, 편리성, 개인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브랜드 구색 크기

구색이란 상품 라인의 너비와 깊이로서, 매장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의 총 집합으로 정의한다(Simonson, 

1999). 구색은 상품 카테고리에서 서로 다른 상품의 수

(Levy & Weitz, 2004)이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매장 

내 상품의 수를 의미한다(Lee & Choo, 2019). 구색 크

기는 구색 다양성을 지각하는 요인으로 매장에서 제

공하는 구색 크기와 소비자가 지각하는 양적 다양성

과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Chang, 

2011).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서 브랜드 구색 크기는 소비

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론적 신념 

형성과 구매를 촉진시킨다(Ross & Creyer, 199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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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 및 비교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다(Betancourt & Gautschi, 1990). 상품 구색의 크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제품을 찾을 확률을 높이고, 한 점포에서 다른 구매

목표를 위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다(Kahn & Lehmann, 

1991).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서 브랜드 구색 크기는 광

범위한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

가 경쟁업체로 이탈하는 것을 줄이고 기업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Klemperer, 1995). 소비자가 지각하

는 브랜드의 매력도, 브랜드 선택의도와 같은 변수는 

상품의 구색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Hoch et al., 1999). 

Huffman and Kahn(1998)에 의하면 다양한 상품 구색

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만족감을 얻게 되어 쇼핑과정

을 마친 후에도 그 매장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화하게 

된다.

구색의 크기는 다른 속성들에 비해 소비자들의 구

매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Kang & Park, 2003). 럭셔

리 패션 플랫폼에서의 브랜드 구색 크기는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제

품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Kahn & Lehmann, 1991). 이처럼 넓은 폭과 깊은 구색

의 크기는 즐거움, 흥분감,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쇼

핑감정과 연결되어(Yoo et al., 1998), 럭셔리 패션 플

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K.-d. Kim et al.(2013)의 연구

에서는 서비스 성과와 신뢰에 미치는 요소로 제품의 

구색의 중요성을 밝히면서 제품의 구색과 신뢰의 관

계를 규명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인 브랜드 구색 크기는 소비자

의 플랫폼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브랜드 구

색 크기는 소비자의 플랫폼 신뢰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브랜드 구

색 크기는 소비자의 플랫폼 만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독점성

독점성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럭셔리의 

핵심 특성이다. 럭셔리 제품은 일반 제품과의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독특성과 창의성을 내포하고, 독점성

이 강조된다(Choi & Rhee, 2004). 럭셔리 제품은 특정 

고객을 위한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감성적

인 이미지 표현과 고품질에 의한 높은 가격 및 제한된 

유통 전략이 특징이다(Keller, 2009). 럭셔리 브랜드에

는 희소성, 차별성, 그리고 독점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

(Choi & Rhee, 2004). 제한된 접근성과 희소성은 럭셔

리의 근원이며,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한다(Kapferer & Bastien, 2009).

럭셔리 산업의 세계화, 디지털화 및 기술의 진보로 

럭셔리 브랜드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여

전히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온라인 마켓을 조심스

럽게 생각하며, 온라인으로 인한 브랜드의 독점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럭셔리 브랜드는 독

점성, 독창적 정체성, 프리미엄 가격, 그리고 인지 가

능한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Yun, 2018). 럭셔리 브랜드의 독점성은 제품 및 서비

스의 희소성과 인식(예: 재료의 희소성, 접근성 및 유

통성 제한)이 소비자의 구매욕구와 선호도를 향상시킨

다(Hennigs et al., 2012). 럭셔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독점성은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서도 중요한 속성으

로 간주되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럭셔리 패션 플

랫폼에서의 독점성은 입점되어있는 럭셔리 브랜드와 

제품 그리고 그에 따른 독점적인 프로모션의 개념으

로 접근해야 한다(Upshaw et al., 2017). 럭셔리 패션 플

랫폼은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

지하고 제품 유통에 제한을 두기도 하면서 독점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Kim(2018)에 따르면 소

비자는 배타적인 욕구 소비를 통해 타인에 대한 우월

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독점성과 럭셔리 소비의 

내재적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럭셔리 패션 플

랫폼의 독점성은 럭셔리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의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독점성은 소

비자의 플랫폼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독점성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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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플랫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편리성

편리성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적용

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편리성의 

개념은 Copeland(1923)의 상품 분류와 함께 마케팅 연

구에 처음 등장했다. 편리성의 개념을 살펴본 연구자

들은 이를 다차원의 구조(Seiders et al., 2000), 또는 

다양한 유형의 시간과 노력 비용으로 구성된 2개 차원

의 구조로 설명하였다(Berry et al., 2002). 많은 연구자

들은 편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종류의 편

리성을 구별하였고, 마케팅 문헌에서는 서비스 편리

성(Berry et al., 2002)과 리테일 편리성(Seiders et al., 

2000)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편리성은 온라인 소매 환경

에서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는 오늘날의 소비자는 

검색, 접근, 획득 및 사용의 측면에서 최고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판매자를 선호하며(Bhatnagar et al., 2000), 

편리성은 온라인 고객 만족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uarte et al., 2018). 온라인 쇼핑에 있

어 편리성은 소비자의 주요 동기이며(Jayawardhena et 

al., 2007),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편리성은 소비자들의 접근 및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소비자 태도로 연

결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지각하는 편리성이 높을수

록 플랫폼에 대한 인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만족도도 

커진다(Thuy, 2011). Seiders et al.(2000)은 편리성 개

선을 통해 매장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편리성은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매우 중

요한 요소로 럭셔리 패션 플랫폼 사용에 있어 제품으

로의 빠른 접근과 쉬운 구매과정과 같은 편리성은 긍

정적인 평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1.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편리성은 

소비자의 플랫폼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편리성은 

소비자의 플랫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개인화

개인화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콘텐

츠 및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제안을 

포함한다(Lemke et al., 2011). 마케팅 분야에서의 개인

화는 특정 고객을 위해 변경된 제품 또는 메시지로 정

의하였다(Vesanen, 2007).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개인

화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

원이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Shen & Ball, 2009). 반면 온라인 환경에서 리테일

러는 개인화 기술로 고객의 과거 구매기록과 습관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Zhang et al., 2011). Sunikka and Bragge(2012)에 따르

면 개인화는 가장 적합한 제품을 최적의 시간과 장소

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인화된 

제품, 서비스, 상호작용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요소

가 될 수 있으며, 리테일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다(Ansari & Mela, 2003). 개인화는 거

래유연성과 보다 맞춤화된 광고와 제품 추천을 제공

한다(Lemke et al., 2011).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화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Chellappa & Sin, 2005).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서의 개인화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

이나 서비스를 맞춤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화로 인하여 소비자는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

성한다(Noar et al., 2009). 개인화는 특정 정보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반복

적인 사용을 증가시키고(Blom & Monk, 2003), 소비자

의 행동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Oulasvirta & Blom, 

2008). 개인화를 통한 인한 맞춤 서비스와 페이지의 제

공은 다른 이용자와 차별성을 인지하여,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유발하고, 이는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Benlian, 2015). 소비자

는 개인화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과의 관계 

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에 대한 신

뢰와 만족감을 형성한다(Ball et al., 2006). 이를 바탕

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개인

화는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4-1.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개인화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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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플랫폼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개인화는 소

비자의 플랫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온라인 구전의도

온라인 구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과 구별

되며(Gelb & Sundaram, 2002), 전통적인 구전과 달리 

공개적이고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Lee, 2004). 

Henning-Thurau(2004)에 따르면 온라인 구전의도는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사람과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잠재력으로 실제 고객의 긍

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진술이라고 하였다. 온라인 구

전활동은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직면하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어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제

품 검색 및 구매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Rezabakhsh et 

al., 2006).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만족

(Ranaweera & Prabhu, 2003), 신뢰(Kim et al., 2009) 지

각된 서비스 품질(Danaher & Rust, 1996), 지각된 가치

(Sweeney & Soutar, 2001) 등이 있으며 소비자는 구매

결정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전은 기업의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구전의도는 소비자 개인의 SNS, 인터넷 블

로그, 댓글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지며 오프라인 구전의

도와 달리 공개적인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

문에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

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럭셔리 패션 플랫

폼의 지각된 속성에 의한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이 긍

정적인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예상하였다.

신뢰는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경험적 변수로서 

고객과 브랜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하게 하며(Shankar et al., 2002), 장기적인 거래관점에

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온라

인 환경에서의 비대면 거래로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

성과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

의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신뢰 확보의 필요성과 가

치는 매우 크다(Corritore et al., 2003). Kim and Kim 

(2010)은 온라인 환경에서 신뢰는 구전의도에 주요 결

정요인이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제품 리뷰, 추천 또는 

불만 등의 온라인 구전은 익명성과 비대면의 상호작

용으로써 오프라인 환경보다 신뢰를 더 중요시 할 것

이라고 하였다. Loureiro and de Araújo(2014)는 고객

의 만족과 입소문과 같은 행동의도 사이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럭셔리 패션 플랫

폼의 신뢰는 소비자와 플랫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

킬 것이며, 만족과 온라인 구전의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대한 소비자 만족은 브랜드,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실제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소비자 행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결과 변수

이다. Park and Park(2013)은 소비자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에 일치되는 상태나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수준이 기대 이상일 경우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을 만

족이라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신뢰와 만족 간의 인과관계

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져 왔으며, 신뢰를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

(Anderson & Narus, 1990)과 만족을 신뢰의 선행요인

으로 보는 관점(Garbarino & Johnson, 1999; Morgan 

& Hunt, 1994)으로 나뉜다. Berry(1995)의 연구에서 소

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에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

을 밝히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서비스 혹은 제품을 경

험하기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하므로 신뢰에 의존해

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

지하는 것이 브랜드에 대한 몰입과 소비자의 만족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족은 소비자들이 향후

에 같은 매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경험을 전달하려는 구매 이후 의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혔다(Kuo et al., 2009). Ranaweera 

and Prabhu(2003)는 만족과 구전의 관계는 만족의 수

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고 하였으나, 만족은 구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럭셔리 패션 

플랫폼 속성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은 긍정적인 온라

인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1.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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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라인 구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는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은 온라인 구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유행추구성향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패션 리더로서 새

로운 제품 또는 유행 스타일에 대한 시각적 전달자이

자 새로운 스타일을 소개하고 전파에 기여하는 변화

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Hong, 1997). 소비자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럭셔리의 고급스

러운 브랜드 이미지와 본인의 이미지가 동일시될 것

으로 기대하며, 럭셔리 상품은 유행을 앞서 가는 디자

인을 선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명품을 구입하는 

것이 곧 유행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으

로 기대한다(Park, 2010). 기존 럭셔리와 차별화된 뉴

럭셔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소비자들은 럭셔

리 소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개

성있는 스타일과 최신 유행을 추구하여 감성적 충족

감을 누린다(Silverstein et al., 2008). 럭셔리 소비자를 

유형화한 Vigneron and Johnson(1999)의 연구에서는 

럭셔리 상품의 구매이유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효과

에 의한 것과 내적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그러한 

효과의 정도에 따라 럭셔리 소비자를 과시성 추구형, 

유행 추구형, 독특성과 개성 추구형, 감성적 즐거움 추

구형, 합리적 가치 추구형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

다. Huh(2016)에 따르면 유행추구성향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유행 스타일을 채택하고 패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유행 선도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

로 활동적인 경향이 높고 패션 상품에 대한 소비성향

이 높기 때문에 패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파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Hong, 1997). 따라서 유행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유행추구성향이 낮은 소비자

에 비해 럭셔리 패션 플랫폼 사용을 통해 지각한 속성

을 다른 소비자에게 전파하는 영향력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성향은 구매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

요한 특성이며, 패션 기업들이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세분화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Kang,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럭셔리 소비자 중에서도 유행추구성향에 따라 소비자

가 지각하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속성이 소비자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 예상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유행추구성향에 따라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이 신뢰와 

만족을 매개하여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본다.

 

III. 연구방법및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브랜드 구색 크기, 독점

성, 편리성, 개인화, 신뢰, 만족, 온라인 구전의도 및 유

행추구성향에 대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럭

셔리 패션 플랫폼 이용현황에 관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 이용현황 및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본 연구대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도출하기 위

하여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이용경험 유무에 대한 문

항과 제시된 럭셔리 패션 플랫폼 리스트에서 이용경

험과 구매경험에 대해 선다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설문지에 사례로 제시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2020년 한 해 동안 패션 기사, 패션 관련 매체에서 중복

되어 언급되는 플랫폼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들은 선정된 총 14개의 국내(발란, 트렌비 등 4개) 및 

해외(파페치, 매치스패션, 미스터포터 등 10개) 럭셔

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이용경험 및 구매경험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브랜

드 구색 크기는 Broniarczyk et al.(1998), Chang(2011)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독점성은 Lee and Lee(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편리성은 Lee and Lee 

(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개인화는 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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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는 Hong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만족은 McKinney et al.(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온라인 구전의도는 Maxham III(2001)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유행추구성향은 Chung et al.(2005)의 연

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생명심의윤리위원

회(IRB)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전문 온라인 설문

기관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이용경험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설문대상은 온라인 쇼핑에 관여도가 높고 고급화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20~30대 남녀 소비자로 한정하

였다. 온라인 패션 쇼핑의 주 고객층이 20~30대라는 통

계결과에 따라(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1) 연구참여자를 20~30대로 제한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목

적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만 응답하였다. 회수된 응답 371부 중 불성실한 

응답 12부를 제외한 359부의 표본이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AMOS 

22.0 프로그램과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

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럭셔리 패션 이용현황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통

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

한 경로분석 및 다집단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분석 자료로 수집된 총 359명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가운데 20대

는 176명(49.0%), 30대는 183명(51.0%)으로 20대, 30

대가 유사한 비중을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27.9세

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177명(49.3%), 여성 182명

(50.7%)이며, 학력은 대학원 재학 이상이 34명(9.5%), 

대학교 졸업이 249명(69.3%)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

육수준의 응답자들로 구성되었다. 직업은 일반사무직 

194명(54.0%) 학생 61명(17.0%), 전문직 50명(13.9%)

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400만 원 이상 188명(52.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75명(20.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67명(18.7%),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20명

(5.6%), 100만 원 미만 9명(2.5%)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및논의

1. 구성개념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χ2=309.215, df= 

149, GFI=.899, CFI=.963, NFI=.941, TLI=.953, RMS-

EA=.055로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뢰도 분석 결

과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이 .70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

다.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s), 종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Ave-

rage variance extract: AVE) 값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

으로 판단되어 측정항목의 구성개념에 대한 수렴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Table 2>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AVE 값들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Φ2)을 상

회하여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하는 판별타

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설정한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럭

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이 소비자 태도와 행

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모델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구

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368.883(df =153, p=.000), 

GFI=.950, CFI=.937, RMSEA=.063으로 나타나 만족

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Fig. 1>

과 같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과 소비자 

태도와 행동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브

랜드 구색 크기(β=.251, p<.01), 독점성(β=.197, p<.05), 

편리성(β=.359, p<.001)은 플랫폼 신뢰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1, 2-1, 3-1은 지

지되었다. 개인화(β=‒.027)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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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은 기각되었다. 브랜드 구색 크기, 독점성, 편

리성 3가지 차원 중에서는 편리성이 플랫폼 신뢰로 가

는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랜드 구색 크기(β=.462, p<.001), 개인화(β=.271, 

p<.01)는 플랫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2, 3-2는 지지되었다. 편리성의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점성(β=

‒.135, p<.1)은 한계적 수준의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지

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 4-2

는 기각되었다. 브랜드 구색 크기와 개인화, 2가지 차

원 중에서는 브랜드 구색 크기가 플랫폼 만족으로 가

는 더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onbach's 
α

t-value AVE CR

Brand 

assortment size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offers many types of 

products.
.757

.825

-

.612 .826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has a wide range of brand 

choices.
.801 14.460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sells large number of 

products.
.789 14.271

Exclusivity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offers rare products. .839

.801

-

.578 .803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carries product that is 

hard to find in Korea.
.698 13.217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offers exclusive pro-

ducts.
.736 13.976

Convenience

This luxury fashion platform’s payment process is easy 

and simple.
.756

.797

-

.572 .800This luxury fashion platform can save time and effort. .788 13.806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helps me to find products 

fast and easy.
.724 12.809

Personalization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recommends products 

that I was interested in.
.768

.847

-

.659 .853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offers recommenda-

tions product that suits me.
.856 16.456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can order customized 

product that suits me.
.809 15.556

Trust

Overall, I am satisfied with this luxury fashion plat-

form.
.803

.800
-

.669 .802

I like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833 16.433

Satisfaction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is reliable. .887

.904

-

.759 .904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provides reliable pro-

ducts.
.856 21.591

This luxury fashion platform's transaction is reliable 

and safe.
.871 22.200

eWOM

I would recommend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to 

other people through the internet.
.698

.835

-

.644 .843
I am willing to let other people to know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on online.
.867 14.490

It would be nice to post this luxury fashion platform on 

my SNS and encourage other people to use it.
.832 14.091

Table 1.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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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신뢰는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플

랫폼 신뢰(β=.515, p<.001)는 플랫폼 만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 만족(β=.663, 

p<.001)은 온라인 구전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5-2, 5-3은 지지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플랫폼 신뢰는 만족을 완전매개하여 온라인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절효과 검증

소비자의 유행추구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자

의 태도와 행동의도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확

인하기 위해 유행추구성향의 조절효과를 다집단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유행추구성향의 중위값 4.81

을 기준으로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측정구조가 동일한지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제안된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확인되

었다(χ2=501.657, df=185, p<.001/GFI=.834, CFI=.926, 

NFI=889, TLI=.915, RMSEA=.053). 측정동일성을 검

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에 대한 제약 모델

과 비제약 모델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카이제곱 증

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확인

되었다(Δχ2=12.003, df=13, p=.527).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모든 잠재변인에 대해 동일

Factor
Brand   

assortment size
Exclusivity Convenience

Personali-

zation
Trust Satisfaction eWOM

Brand assortment size .612a

Exclusivity .415b .578

Convenience .393 .296 .572

Personalization .323 .493 .561 .659

Trust .604 .291 .420 .352 .669

Satisfaction .342 .283 .362 .268 .646 .759

eWOM .314 .347 .383 .521 .476 .448 .644

Table 2.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
p<.1, *p<.05, **p<.01, ***p<.001

Fig. 1.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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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문항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 

구조모형 분석은 완전동일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시행

하였다.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 <Fig. 2>와 같이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에서 브랜드 구색 

크기, 편리성이 플랫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브랜드 구색 크

기, 독점성, 개인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 신뢰와 만족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행추구성향이 낮은 

집단의 경우 <Fig. 3>과 같이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

각된 속성에서 독점성, 편리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구색 크기만이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와 만

족은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적 수준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결과, <Table 3>과 같이 유행

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 브랜드 구색 크기가 신

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점

성은 유행추구성향이 낮은 집단에서 신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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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high trend orientation group.

†
p<.1, *p<.05, **p<.01, ***p<.001

Fig. 3. The result of structure equation model for low trend orien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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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 집단에서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이 제공하는 

브랜드가 다양할수록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나 

유행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많은 브랜드

를 제공하는 것이 신뢰와 연결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이 독점적이라는 특성

은 유행추구성향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신뢰감을 주지

만,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의 신뢰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음 알 수 있다. 독점성의 경우 유행추구성

향이 높은 집단에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나타나 플랫폼이 독점적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명

품 소비에 있어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희소

성이 높은 명품보다는 현재 유행하는 명품이나 남이 

알아주는 대중적인 명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선

행연구를 재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Lee & Park, 

2016). 개인화가 플랫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행추

구성향이 높은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유

행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럭셔리 패션 플랫

폼에서 자신의 개인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으며 만족도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소비자일수

록 개인화 상품 추천 서비스를 위해 리테일러가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반영하는 것에 거부감 없이 몰입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Lee et al., 2018).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만족이 온라인 구전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에 민감한 소비

자가 플랫폼에 만족할 때 온라인에서 구매후기에 대

해 전파하려는 행동을 더욱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유행추구성향에 따라 럭셔리 패션 플랫폼 

속성이 플랫폼의 신뢰와 만족, 구전의도에 미치는 매

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럭셔리 브랜드, 온라인 그리

고 모바일의 속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럭

셔리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은 럭

셔리 온라인 쇼핑을 보편화시켰으며, 기존 럭셔리 소

비자들 외에도 잠재적 소비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자체 온라인 브랜드 매장 이

외에도 럭셔리 패션 플랫폼을 매개체로 이용하며 소

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럭셔리 분야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흥미로운 연구분야임에도 불

구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이 럭셔리 브랜드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개념과 지각된 속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럭셔리 

소비자의 성향 중 하나인 유행추구성향에 따라 럭셔

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속성인 브랜드 구색 크기, 독점성, 편리성은 소비자의 

플랫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개인화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자의 플랫폼 만족에는 브랜

드 구색 크기와 개인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편리성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점성은 만족에 유의한 결과가 

Constraints model (constraints path)
Path   coefficient

High group Low group Δ χ
2

Brand assortment size → Platform trust ‒.341*** ‒.100 3.960

Exclusivity → Platform trust ‒.169 ‒.245* 2.677

Exclusivity → Platform satisfaction ‒.358* ‒.049 3.850

Personalization → Platform satisfaction ‒.576*** ‒.068 7.964

Platform satisfaction → eWOM ‒.494** ‒.191† 3.223

Table 3. Comparison of path coefficient

†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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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개인화가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선행연

구와 반대되는 결과로써,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화 서비스

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

화에 대한 구매과정의 전반적인 평가로써 소비자 만

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편리성이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역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

이다. 이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편리성

이 이용 또는 구매 이후 평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에 따른 소비자의 플랫폼 신뢰는 플랫폼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플랫폼 신뢰는 온라인 구전의도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만족을 매개하여 온라인 구

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유행추구성향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행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들

은 패션 리더로서의 경향이 있으며, 트렌드를 빨리 수

용함과 동시에 유행을 선도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Lee & Shin, 2012), 독점성을 제외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속성에 대해 신뢰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점성의 경우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희소성보다는 유행

성이나 대중성이 더욱 중요한 속성임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낮은 유행추구성향의 소비자는 유행하는 패션

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럭셔리 패션 플랫폼

에서 제공하는 럭셔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독점성

을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유

명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태도를 드러낸 것

으로 판단된다.

대중화된 럭셔리 온라인 쇼핑에서 주요 비지니스 

채널로 자리잡고 있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을 다룬 학

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학문적 의의가 있다. 먼저, 새로운 럭셔리 온라인 쇼

핑 채널인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문헌고

찰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개

념 및 지각된 속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

으며, 이를 통해 럭셔리 패션 산업에서 럭셔리 패션 플

랫폼의 속성이 가지는 마케팅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럭셔리 패션 산업에서의 

비대면 소비 확산과 젊고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의 

유입으로 인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다룬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대한 소비자의 이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의

도를 규명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럭셔리 산업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플랫폼에 방문하였을 때,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넓은 크기의 럭

셔리 브랜드 제품에 대한 독점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성향에 맞는 정보와 분석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를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럭셔리 브랜드나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통

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으

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을 포함한 

럭셔리 마케터들은 유행추구성향이 럭셔리 소비와 관

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의도는 플

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구매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행추구성향에 따른 플랫폼 속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확인한 바와 같이 마케터들은 유

행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신상품이나 판매수

가 높은 제품을 추천하거나 선호 제품과 관련된 개인

화된 추천 제품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유행

추구성향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플랫폼의 독점성을 강

조하여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

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진행하

여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실제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을 통해 쇼핑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20~30대의 소비자로 한

정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결과를 모든 

연령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럭셔리 패션 플랫폼

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면, 럭셔리 온라인 마

케팅 전략에 있어 기존 오프라인 매장 소비자를 온라

인으로 유입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럭셔리 패션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

자를 대상으로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대한 심층 면접

을 진행하여 선행연구로 부터 도출한 속성이 아닌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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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속성들을 도

출할 수 있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없는 소비

자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로

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

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

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지는 추구 혜택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여 럭셔리 소비자의 럭셔리 패션 플랫폼으

로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추구 가

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럭셔리 패션 플랫폼의 지각된 속성에 대한 긍

정적인 영향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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