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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소비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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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henomena of the luxury brand in the
viewpoint that the consumption system of the modern society stood for the sign consumption and the industrial pro-
duction of difference as Baudrillard mentioned in the Consumer Society. The result was divided into the two subjects pop-
ular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luxury brand. Firstly the meaning of luxury brand was that the personal effects of
consumption of king or aristocratic class who did not exist in the modern and were made into the selection and con-
sumption-possible things of exchange value. The popularization of this sign was accelerated through TV drama. Secondly
as differentiation strategy of luxury brand, was made by giving meaning to the life style concept of the upper class with
advertisement and design, and also the logo of design was used as sign differentiated from people. Also the reason why
the producer of the luxury brand gave meaning to such life style was that the awareness of the brand which people have
consistently makes them consume more products. The consumption system of the modern society stood for the sign con-
sumption, difference sign mark value which was the desire on a social meaning basis, not the consumption of things as
used value. And the consumer could express his personality by selecting and consuming the product of luxury brand
model made with this sign. Accordingly the distribution, purchase, sales and acquisition of the things with this difference
sign were our verbal activity and linguistic code today, and it was the essential feature of the society, culture and economy
of the consum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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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물건 자체

가 갖는 물리적 효용에만 만족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그들은 물건의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디자인

(외형, 외관, 모습) 물건에 붙은 라벨과 브랜드 이름, 물건을

쓸 때 만들어지는 분위기와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것은 소비

가 사물을 ‘소비’가 아닌 문화적 ‘기호’로 인식하는데서 출발

한다. 사물의 목적이 실용 기능에서 이미지로 바뀌었다(강현주

외, 2004)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프랑스의 사회학자 Baudrillard는 그의

저서『소비의 사회』에서 현대의 소비현상이 단순히 생리적

욕구 충족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

물은 용도적 가치 체계와는 또 다른 의미의 체계를 형성한다

고 보았다(이상률, 1991). 즉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철저하게

교환가치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로 파악하며 생산자

는 소비자의 생활에서 필요한 필수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소비

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생산한다고 보았다. 소비자의

욕망(허위수요)을 생산해 내는 체계, 즉 ‘욕구의 체계가 생산

체계의 산물’이라는 것이 Baudrillard의 주장이며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를 확대 재생산 해내는 ‘소비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

다. 

최근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명품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의 태도 경향을 들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명품브랜드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로고(logo)나 마크(mark) 때문에 물건을 사

고, 상품의 필요가 아니라 로고나 마크라는 사회적 의미의 기

호를 욕망한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물에 대한

결여가 아닌 사회적 의미의 기호에 의해 소비되는 현상은 패

션상품의 디자인에도 상품의 기호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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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특히 명품브랜드에서 이러한 경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

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이론은 생산측면의 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소비과정에 참여하는 사회 문화적 논리까

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다차원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명품브랜드의 소비경향

을 Baudrillard의 ‘소비의 사회’이론의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패션이 갖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Baudrillard의 소비사회이론의 개념

및 특성을 사회학 및 미학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문헌적 연구

를 행하였고 명품브랜드의 제 소비현상 특성 분석하기 위해서

는 2000년대 이후 패션잡지 및 관련자료, 인터넷 자료에 나타

난 상품광고사진과 프레타 포르테(pret-a-porter) 컬렉션 사진

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실제로 명품브랜드가 패

션에서 활성화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볼 수 있으나 연구

범위를 2000년대 이후로 한정한 것은 최근의 명품브랜드 소

비현상의 특성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이다. 

2. 소비사회의 이론적 배경

2.1. 기호의 소비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오

면서 자본주의의 많은 부분이 과거 초기 자본주의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생활에 필

요한 필수품을 대량생산함으로써 사물의 가치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정의 된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체

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물이 상품으로 가치가 변하는 과정을

『자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상품은 우선 외적 대상

으로서 그 속성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적 존재

이다. 물적 존재로서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사용가치는 물적 존재의 ‘유용성’으로 “인간생활의 편의를 제

공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자연적 가치”이다. 

반면에 교환가치는 “어느 한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

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양적인 관계(곧 비율)로서 나타나는

가치”이다(김영민, 1987).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 상품생산은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이며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과

인간 전체가 상품가치, 교환가치로 변형되고 또 그것으로 환

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르게 현대자본주의에서의 문제점은 과학기술 혁명

에 의한 생산수단 및 생산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로 인해, 단순

히 사물의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만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

지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가 더 이상 생산물을 충분

히 소비해 낼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은 사물의 소비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

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의 현상에 대해 Baudrillard

는 단순히 소비자의 생활에서 필요한 필수품을 생산했던 상황

하고는 다르게, 현대에서는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

들을 생산해서 무제한 적 소비를 유도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

는『소비의 사회』에서 사물의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데 현대사회에서는 사물의 의미작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사물이 필요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

이 아니라 상상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현대사

회에서의 소비를 사물에 대한 결여의 욕구(사용가치)가 아니

라 사회적 의미화된 욕구(기호가치)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소비활동은 의미를 갖게 되는 코드에 기초한 의미작

용 및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상률, 1991). 

또한『사물의 체계』에서 이를 사물의 개관적인(objective)

체계화에서 주관적인(subjective)체계화(이상률, 1999)로 설명

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디자인과 광고 속의 이데올로

기적인 체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기호가치를 갖게 하는 것은 광고와

디자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미이동 수단으로서 광고는

상품에 문화적으로 구성된 세계의 표현을 특정한 광고의 틀

속에서 결합시킴으로서 의미를 이전시킨다. 이로서 이 상징적인

등가성(等價性)이 성공적으로 확립되면 시청자/독자는 문화적

으로 구성된 세계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일정한 속성들을

상품에 귀속시키며, 소비자는 은유로서 상품을 보고 광고에서

상징하고자하는 것과똑같다라고 생각하며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이 세계의 속성들이 상품의 속성

들 속에 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품 광고를 만들 때 광고

주는 상품이 주는 이미지와 맞는 배우를 구하는 것을 중요하

게 여긴다. 왜냐면 광고는 소비자에게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품을 연결시켜 의미화를 시키는 것이므로 배우가

갖고 ‘우아’ 하다거나 ‘지적’ 이다라는 의미가 상품에 전이시

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 상품을 소비할 때 실제의

상품의 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화된 이미지, 상징

적 속성, ‘우아하다거나지적’이다라는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다.

물건에 개성을 심어 주고 인정할 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광고와 디자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Calvin Klein, Levi’s

청바지들이 서로 다른 의미의 기호가치를 갖는 것, 즉 섹시한

청바지라거나 전통적인 청바지라는 것은 바로 브랜드의 광고

와 디자인 때문이다. 즉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광고와 디자인

이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고 물건에 의미를 주고 제품에 브랜

드를 붙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상품의 기호는 재현하는 기능,

다른 사물에 대해서 가치를 나타내는 기능, 다른 사물이 없을

때 그것을 말해주는 기능, 즉 그것의 부재를 환기시켜 주는 기

능을 갖고 있다. 오늘날 상품이란 더 이상 무엇인가에 쓰여

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significiants)이다. 상품은 물

질적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호로서 조작 되어야만 소비대

상이 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기호로서의 조작화는 다른 사물

이나 상품과의 조합 속에서 의미생성에 의존한다.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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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소비하는 소비의 사회적 논리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

을 생산하고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2.2. 차별의 기호

현대의 소비양식은 스타일에 의해서 자신을 사람들과 구별

하고 또 자신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항상 조작한다. 소비과정에 있어 소비욕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차별화의 메커니즘이다. 이

를 이규현(1992)은 상징적 교환, 사회적 급부, 경쟁, 계급판별

의 가치의 의미로 말하는데 소비상품은 사용가치보다는 상징

적 교환가치를 지닌 기호, 곧 변별적 기호로 의미작용을 한다

는 것이다. 즉 모든 상품에는 위계를 이루는 의미작용들의 약

호가 있으며, 오직 다른 물건들과 차이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차별화에 의해 자극되는 소비욕구는 소비상품 그 자

체에 대한 욕구(사용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대

한 욕구, 즉 사회적 지위, 위세, 품위를 나타내거나 타인과 구

별되는 개성을 추구하는 욕구와 상통하는 것이다. 

옷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단순히 결여의 욕구로 소비 행동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의미는 남들과 차

별화시켜 나의 개성을 드러내 주는 옷이 필요한 것이므로, 같

은 검정색 쟈켓이라도 유행이 지나거나 상황에 따라 디자인이

다른 것이 계속 필요한 것이다. 사회가 도시화되고 전문화되

면 이러한 욕구는 더욱더 경쟁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차별화의 욕구를 만족

시키고자하는 상품들은 더욱 세분화되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증대되며, 기본적으로 지배문화의 틀 안에서 작용하며

소비의 무한한 증대를 일으킨다. Baudrillard는 이러한 현대인

의 소비 차별화 개념을 19세기 말 미국의 유한계급들의 과시

적 소비행동과 같다고 했다(김성혁, 1998). 이는 Veblen(1899)

의『유한 계급론』으로 소비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

되는데, 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새롭게 등장한 북아메

리카의 부유한 중간 계급 집단들로써 유럽 상류층의 생활양식

을 모방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

(최종철, 1995)도 Baudrillard ‘소비의 차별화’와 Veblen ‘과시

적 소비’와 같은 개념을 그의 저서『구별짓기』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그는 지위집단이나 계급집단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활방식을 다른 집단과 ‘구별짓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소비

양식을 통해 스스로를 차별화 한다고 했다. 그런 조합들은 서

로가 다른 방식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차이들이 표출

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의 행동이 사회적 차이

를 재생산한다(양건열, 2003). 이는 우리가 사람의 외모와 행

동을 보고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계급을 평가하는 것

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을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계급화 하려는 매너들로 매우 다르게 소비될 것이란

사실을 의미한다(이성용 외, 1997). Baudrillard는 세상 사람들

이 의복, 장식품 등의 사물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물신

(fetish)화된 대상에 열중하는 열망을 나타내어, 결국 타인과 구

별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소비하는 것, 즉 사회적 차이화를 향

한 이 물신숭배적 논리가 바로 소비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Veblen과 Bourdieu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찍부터

재화가 사회적 신분을 표현하는 기호로 이용되었고 차이화의

도구가 되어왔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전개는 19

세기의 미국이나 20세기의 영국 또는 프랑스 사회에서만 해당

하는 것만은 아니며, 현대 사회에서도 차별화의 논리로 소비

사회이론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소비욕구는 어느 특정

한 상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차이에의 욕구’이며 이것은

지위나 서열을 위한 차별의 기호를 가진 상품화로 나타난다.

2.3. 차이생산의 질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의미

화된 기호를 이용한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위한 소비욕구

는 소비상품 그 자체에 대한 욕구(사용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

들과의 차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를 나타내는 상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화한 어느

한 상품 모델과 일치되는 것, 어느 한 추상적 모델 및 어느

한 양식의 결합형태에 근거해서 자기를 특징짓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구매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 시대의 사회가 인

정하는 방식으로 광고와 디자인을 통해 의미화된 상표기호(브

랜드)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선택

의 자유는 사실상 시장을 통제하고 이끄는 생산체계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의 내츄럴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은 화장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의 여성의 이미

지가 아니라 그해에 유행하는 내츄럴의 기호로서 내츄럴의 화

장품, 머리스타일, 유행하는 내츄럴의 의상등을 입어야만 내츄

럴의 이미지가 표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사회에서 소비체계는 개인간의 없앨 수 없는 독

특한 실제적인 차이에 근거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체계가 체계로서 성립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각 개인의

(어쩔 수 없이 다른) 고유의 내용 및 존재를 없애고 그것을

차이표시기호로서 산업화될 수 있고 상업화될 수 있는 시차적

형태로 대표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

하는 대로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타인과 다른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이 차이화의 강제 및 어느 한 코드에의 복종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이상률, 1991). 

현대 소비사회에서 ‘차이의 욕구’가 더 이상 개인과 사물을

관련 맺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욕구를 갖고 소비한다는 것은

교환과 ‘코드화된 가치의 생산’의 일반적인 체계 속에 들어가

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 속에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

미, 조직, 코드, 기호, 차이의 체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

라서 현대 소비사회에서 소비는 마르크스가 말한 사물의 기능

적 사용 및 소유만이 아니며, 더 이상 베블렌이나 부르디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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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개인이나 집단의 단순한 위세과시의 기능도 아니다. 현

대 소비사회의 소비체계의 차이점은, 소비는 언어와 같은 커

뮤니케이션의 작용을 하며 생산의 질서로서 욕구의 교환 체계

를 갖고 끊임없이 보내고 받아들이고 재생되는 기호의 코드로

서 언어활동으로 정의되며, 이는 상품의 차이화된 기호로서 사

물의 유통, 구입, 판매, 취득이라는 생산체계라는 점이다. 이것

이 현대사회의 소비 구조이며 그 언어이다.

3. 명품 브랜드 소비의 사회 문화 경제학적 분석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된 Baudrillard가 말한, 기호소비

와 차이생산이라는 관점에서 현대패션의 대표적 상품기호인

명품브랜드의 소비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 현상을 ‘명

품브랜드의 대중화’와 ‘명품브랜드의 차별화’ 라는 주제로 나

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3.1. 명품브랜드의 대중화

명품 브랜드의 대중화 : 명품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명품

(名品)이란 ‘전통을 가진 뛰어난 물건(작품) 혹은 훌륭하여 이

름이 난 물품이나 작품’을 의미한다(백과사전부, 2003).

Grossman & Shapiro(1988)는 명품이란 특정상표의 사용으

로 소유자가 위신을 얻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가의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성향이나 소비능력을 상징

하는 상품으로 정의하였다. 명품브랜드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

랑스의 80여 호사품 업체의 연합회인 Commité Colbe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Napoleon 전쟁 때부터 주요 호사품 수

출업체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설립된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은 업체나 회사라기보다는 소수의

상류 사회 고객들에게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색(artisanal)에

불과했었다. 

이러한 제조업체 후손들 중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경영인들

이 그들의 물건에 ‘베블런 이론’을 활용하여 그들이 파는 물

건에 사치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마케팅을 한 결과 현대의

명품브랜드가 되었다(최기철, 2003). 소위 명품이란 상표들은

주로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현대사회

에서 유럽 국가의 상품들이 주로 명품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사치품의 전통, 우아함, 솜씨, 고풍스러움 등의 요소의 신화를

광고와 디자인 통해 브랜드를 의미화 작용시키는데 성공시켰

기 때문이다. 그 신화라는 것은 Louis Vuitton이 나폴레옹 시

대에 짐 가방을 귀족부인에게 팔았으며, Hermes는 1837년 승

마를 즐기는 왕실과 귀족들을 위해 마구와 안장을 만든 것이

효시였으며, 영국의 Burberry는 영국 국왕인 에드워드 7세가

즐겨 애용했었다는 전설 등을 말하는 것이다. Fig. 1은 Louis

Vuitton의 인터넷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나탄 것으로 그들의 과

거 관련된 물건들을 마치 보물이나 예술품인 것처럼 여행박물

관에 전시한 장면과 Fig. 2의 Burberry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150년의 역사를 마치 영국의 역사적 전통의 사

건들처럼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전통은 Burberry체크라는 우리

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남겨졌다. 

이는 그들이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왕이나 귀족계층들의

소비사물을 현대의 상품지위로 이동시켜 선택, 소비 가능한 교

환가치의 사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차이표시 적 의미의

기호인 명품브랜드 제품으로 사용하게 만든 것이다. 즉 상징

적 가치가 생산형태로 변하여 생산자는 경제적 이윤의 원천을,

소비자에게는 사회적 특권의 원천인 차이표시 기호로 변형되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과거

상류층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것들이 최근에는 중산층이나

일부 저소득층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대패션

에 소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품 브랜드가 급속도로 대

중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집중적인 마케팅 사례들은 일반 대중을 위한 텔레비전의 드

라마를 통하여 명품 브랜드 소비의 대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

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MTV가 가장 효과적으로

젊은 스타들을 통해 명품브랜드를 자연스럽게 현실화 시켜 보

여주고 있다. 최근에 유행했던 미국의 드라마들 중 ‘비벌리힐

스 Beverly Hills90210’, ‘도슨의 청춘일기 Dawson’s Creek’,

‘섹스 앤 더 시티 Sex and the City등의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상영하는 제3국에서도 시청자

들은 가수나 주인공인 스타를 욕망하고 그 스타의 이미지, 즉

스타일이 보여주는 명품브랜드들을 소비하고자 했다. 특히 ‘섹

스 앤 더 시티’의 여주인공 사라 제시커 파커가 극중에서 속

Fig. 1. 루이뷔통 홈페이지 광고(http://www.vuitton.com). Fig. 2. 버버리 홈페이지 광고(http://www.burber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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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펜디 핸드백 속에 구겨 넣을 때마다 매디슨 애비뉴 상점

에서 이 핸드백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방법들은 중산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시청자

들에게 단순한 몇 분짜리가 아닌 몇 십 분짜리의 감동적인 스

토리를 가진 드라마가 아닌 광고가 된 것이다. 이것은 시청자

가 소비자로 변하는 것이며 유명스타의 이미지가 그들이 입어

서 보여준 명품 브랜드들이 차별의 기호로서 의미화 된 것이

다. 따라서 과거 상류층에서 그들의 차이기호로써 명품브랜드

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요즈음은 대중 스타들이 그들을 대

신하며 이를 욕망하는 대중 시청자들이 그들의 이미지로 의미

화 되는 명품브랜드들을 소비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컨드 브랜드의 확산 :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 마케팅 전문

가들은 ‘명품브랜드의 대중화’라는 현상에 맞추어 더욱 더 싼

값에 명품을 팔기 위해 저 가격의 세컨드 브랜드(second brand)

상품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명품업체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급격하게 세컨드 브랜드를 내놓았다. 업

체들은 같은 명품 브랜드 안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중산층 및

일부 저소득층과 소비능력이 큰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원

래의 브랜드 컨셉을 확장하고 가격대는 중고가 수준의 브랜드

로 세분화하여 캐주얼 풍을 가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

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Georgio

Armani는 각기 다르게 차별화된 4개의 브랜드인 아르마니 콜

레치오니 Armani Collezioni, Emporio Armani, Armani Jeans,

A/X를 갖고 있다. 이중 Emporio Armani가 Armani 브랜드를

대중화한 second brand로 의류, 액세서리, 식기세트 등이 있으며

A/X나 Armani Jeans는 최고급 양복으로 대표되는 Georgio

Armani의 고급 이미지이면서 대상 층은 젊은이들로 고급 캐

주얼 의류 브랜드로서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예이다. 이러한 현

상에 발맞추어 대개의 명품브랜드들은 단순히 몇 개에서 수십

개의 second brand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이와는 반대의 마케팅 방법으로 눈에 띄는 현상은 명

품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일반 중저가브랜드에 자신의 이름으

로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 경우이다. 일반 스포츠 브랜드인

Adidas에 Yogi Yamamoto가 Y-3, Stella McCatney를 영입해 만

든 ‘Adidas by Stella McCatney’ (서울신문, 2004)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세계적인 중저가 패션업체인 H&M

사에 독일태생으로 Chanel, Fendi 등의 명품브랜드에서 디자

이너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컬렉션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Karl Largerfeld가 중저가 의류를 디자인

해 주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Fig. 3은 H&M의 홍보용 사진으로 도회적인 감성에 맞게

현대적이고 심플한 라인이 돋보이는 의상들이다. 흰색과 검은

색이 주류를 이루며 실크, 공단,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를 사

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잃지 않고 있다(서울신문, 2004).

즉 차이기호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이용하여 대중화 시키는

전형적인마케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라벨(label)의 색에

따라, 또는 크기에 따라 이미지는 같지만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인 이러한 현상은 의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

와 그 외 다른 종류도 해당되며 현대 마케팅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 버렸다. 최근의 이러한 현상은 제 2의 값싼 차이의 기호

를 만들어 결국 생산자의 또 다른 이윤의 원천이 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일반 대중도 명품의 기호를 소비하는 소비체계에

들어간 것이며 명품브랜드 지향적 소비인간이 되도록 더욱 조

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3.2. 명품브랜드의 차별화

명품브랜드의 차별화 : 명품브랜드들이 차별화 이미지를 나

타내기 위한 마케팅 방법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개념을 도입하여 차별화 시키는 것이다. 이 개념을 최초로 성

Fig. 3. ’04 H&M 광고(서울신문, 2004). Fig. 4. ’02 Ralph Lauren 광고(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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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도입한 명품 브랜드가 Ralph Lauren이다. 그는 미국

의 명문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이미지의 아이비리

그(Ivy League) 스타일인 Polo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이의 의

미는 옛날에는 혈통, 계급의 차이는 교환되는 것은 아니었으

나 현대 사회에서계급의 차이 기호의 명품브랜드라고 하는 기

호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Fig. 4은 Ralph Lauren

의 광고인데 미국사람들의 상류층에서 주로 하는 스포츠인 테

니스 통해 그들의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보여주며

의미화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패션에서 유럽보다 열

등했던 미국의 패션을 오뜨 쿠튀르 수준으로 올린 것이 Ralph

Lauren 콜렉션이다. Fig. 5는 클래식한 상류층의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한 격식 있는 복장은 그들의 격조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느끼게 한다. 랄프 로렌은 소비자가 폴로라

는 브랜드를 선택할 때 폴로 공동체(Polo Community)에 소

속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미국의

상류 계층과 지위에 속한 느낌을 받게 한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결코 사물 자체를 그 사용가치에서 소비하

지 않으며 이상적 준거로 받아들여진 자기집단에의 소속을 나

타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보다 높은 지위의 집단을 준거로 삼

아 자신의 집단과는 구분하기 위해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조작하는 경우이다. 

또한 명품 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은 업자들이 그같이 라이프

스타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해 일

관성을 갖게 해 보다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다. 이것이 현대의 마케팅 개념의 라이프스타일 개념으로 모

든 브랜드들이 멀티브랜드(multi-brand)화 하는 현상으로도 나

타나고 있다(사진-8). 이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특징

은 언어와 같이 그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사물의 세트와 관계

하는 것이 된다. 소비자가 사물을 소비할 때 상대로서 조합되

는 다른 사물과 완전히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는 사

물은 별로 없다. 이는 사물의 구입순서를 만들며, 소비자의 마

음속에 타성의 습관이 생기게 한다(이상률, 1991).

디자인의 로고화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키의 로고

(logo), 폴로의 조랑말, 베르사체(Versace G.)의 메두사 얼굴,

캘빈 클라인 등 그 상표의 마크나 로고 때문에 제품을 산다.

단순히 남들과 같이 물건을 사지만 물건을 통해 자신이 그에

부가된 의미를 선택할 줄 알고 그 의미를 내보일 줄 아는 능

력을 보이고 싶어 한다. 사실 로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

가 없다. 단순히 하나의 영문 글자일 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

에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소비체계 가 지식이나

권력, 교양, 부를 교환 가능한 기호를 생산 해내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로고의 지식이나 권력, 교양, 부의 부재를 대신해 나

타내 주는 기호이며 상품의 서열에서의 지위상의 가치로도 정

리된다. 이는 현재 하나의 유행이 되어 패션 상품들은 앞 다

투어 값이 비싼 물건이거나 싼 물건이거나 거의 모든 디자인

들이 로고화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

하여 제조업자들은 이윤증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 

명품 기호의 역할은 누구나 쉽게 비싼 것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것을 소비한 사람은 쉽게 사회적인

계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려 줘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적 가치 때문에 속에 있어야할 라벨이 바깥으로 나왔으며

우리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거

의 모든 명품 브랜드가 유지되는 것이다. Fig. 7은 시계의 사

용을 위한 눈금은 없어도 브랜드의 로고는 큼지막하게 중앙에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어떤 명품브랜드를 소비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시판과 같다. 즉 사용가치의 의미보다는 Gucci를

선택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

적 기호가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

Fig. 5. ’02SS Ralph Lauren 광고(Italia Vogue, 2002. N. 625). Fig. 6. Hermès 편집광고(김대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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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 한 것이다. 

과거 시계가 재산가치의 귀중품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나 현

대에는 패션 명품회사 제품들이 그 역할을 대치하고 있다. 현

재의 명품브랜드의 시계들은 명품의 로고라는 디자인을 앞세

워 귀중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패션이라는 기호가치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의 디자인이다. Fig. 8은 무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루이뷔통의 이니셜이 있는 머플러, 샤넬의 수영복 가

슴에 로고 디자인(Fig. 9) 크리스챤 디오르의 가방과 옷(Fig.

10) 등의 눈에 띄는 로고디자인은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알기 쉽고 눈에 띄는 글로벌 언어

의 형식의 의미인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코드를 공

유하여서 그 기호들을 나누어 갖도록 하며 다른 집단의 사람

들과는 구별하게 하는 추상적인 경쟁을 통하여 선택된 기호의

선택이다. 따라서 어떤 집단 성원들의 동질성을 만들어 내는

기호는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된다. 이러한 코드에 지배된 소

비사회에서 개성은 도식의 논리에 따르게 되는데, 자신의 정

체성이라는 것도 자신의 고유의 개성은 사라지고 이러한 코드

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호로 표현되어지고 또 그것을 알아주며,

그것을 위해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이다.

타인과 구별되는 이미지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어느 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실질적 자연적개성화’가 아

니고 이미 생산된 어느 한 모델과 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본래의 자신의 개성이라는 의미는 잃게 되는

것이다. 소비 욕구는 바로 차이의 숭배와 상실의 역설적 상황

에서 무한히 증대한다. 이처럼 차별화의 메커니즘은 차이에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와 사회질서에의 통합

을 유도하는 한편, 일정한 코드 안에서 경쟁적 협동이 이루어

지도록 개인들을 훈련시키는 자본주의의 소비이데올로기 인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Baudrillard가「소비의사회」이론에서 밝힌,

현대사회가 소비의 체계는 기호소비와 차이의 산업적 생산이

라는 관점에서 명품브랜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결과는 명품브랜드의 대중화와 명품브랜드의 차별화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졌다. 먼저 명품 브랜드의 의미는 현대에는 존

재하지 않는 왕이나 귀족계층들의 소비사물을 현대의 상품지

위로 이동시켜 선택, 소비 가능한 교환가치의 사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차이표시 적 의미의 기호로 사용하게 만든 것

이다. 이러한 기호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TV의 드라마를

통해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이의 마케팅 방법으로는 세컨 브

랜드라고 하는 제 2의 값싼 차이의 기호를 만들어 일반 대

중도 명품의 기호를 쉽게 소비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결국

명품지향 적 소비인간이 되도록 더욱 조장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두 번째는 명품브랜드들이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방법으로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광고와 디자인으로 의미화 시

켜 차별화의 기호로 만들었으며 특히 디자인의 로고화를 통해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서 사물의 조작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명품 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은 업자들이 그같이 라

이프스타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

해 일관성을 갖게 해 보다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도록 하게 하

는 것인데 이는 현대의 마케팅 개념의 라이프스타일 개념으로

모든 브랜드들이 멀티브랜드(multi-brand)화 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소비체계의 차이점은, 사물을 사용가치로서 소

비하지 않고 사회적 의미의 욕망인 차이표시 가치 즉 기호소

Fig. 7. ’02SS Gucci 광고(Italia

Vogue, 2002).

Fig. 8. ’04 AW Louis Vuitton

(http://firstview.com).

Fig. 9. ’01 AW Versus (http://

firstview.com).

Fig. 10. ’04 Christian Dior 광고

(Harper’s Bazza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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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하는 것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기호로 만들어진 상품모

델을 선택,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

러한 모델과의 일치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 기호로 된 사물의 유통, 구입, 판매, 취득

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활동이며 코드인데, 그것이 바로 소비

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의 본질적 특징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자료나 연구대상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다. Baudrillard의 소비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

과 그 대상을 서구의 기성복만을 한정지은 점이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다각적인

측면과 서구화 소비형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성복도

그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패션의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

를 연구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분석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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