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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ype of fashion brand concepts and derived the components of fashion brand

concepts. A total of 125 brand concept texts of women's wear brands were collected from『2012/2013 Korea

Fashion Brand Annual』(S. M. Kim, 2012).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types of fashion brand concepts, the tex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uch as functional, symbolic, and

experiential concepts, and four complex types such as functional/symbolic, functional/experiential, symbo-

lic/experiential, and functional/symbolic/experiential concepts. Open coding and axial coding provided the

components of fashion brand concep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 investigation of the types of

fashion brand concepts indicated differences in the types of fashion brand concepts and the types of general

product brand concepts. One content of a fashion brand concept could be interpreted as more than two con-

cept types; consequently, many fashion brand concepts did not fit the notion of the types of general pro-

duct brand concept. Most fashion brand concepts simultaneously encompassed more than two types of brand

concepts at once. Second, the components of fashion brand concepts consisted of 55 subjects, 7 sub-cate-

gories (physical/intrinsic product characteristics, symbolic/conceptual product characteristics, target demo-

graphics, target consumer behavior, brand capability, brand values, and brand management/marketing) and

3 categories (product, target consumer, and brand).

Key words: Fashion brand concept, Type of brand concept, Component of brand concept; 패션 브랜드

컨셉, 브랜드 컨셉 유형, 브랜드 컨셉 구성 요소

I. 서 론

많은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사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이미지를 전달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나아

가 시장 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전략적 노력을 하

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

한 최대의 관건은 보다 차별화되고 명확한 브랜드 정체

성을 가지고 그에 따른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컨셉이다(Jang, 2008). 특히

패션 브랜드들은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브랜드 간 유사

제품이 많고 그에 따라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보다 명

확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 정립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브랜드 컨셉 관

련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해당 연구들(Eun & Park,

2008; Jang, 2008; Kim, 2003; Yu, 2004) 역시 브랜드 컨

셉 중 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한,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이나 패션 브랜드 컨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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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했기에, 패션 업체들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브랜

드 컨셉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패션 제품은 일반 소비재 등의 다른 제품군과

는 달리 컨셉에 기반하여 제품의 디자인이 고안되는 가

장 대표적인 제품군이며, 다른 제품군에 비해 사회 심리

적 측면에서 구매 동기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은 제품군

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브랜드 컨

셉 역시 일반 제품군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컨셉

과는 그 유형이나 내용, 구성 요소 등이 다를 것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찰은 아

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그동안 연구가 부

족했던 패션 브랜드 컨셉에 대해 일반 제품 브랜드 컨

셉과 비교하여 그 유형을 고찰해 보고, 패션 브랜드 컨

셉의 구성 요소 및 그 체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패션 브

랜드 컨셉에 대한 통찰을 얻어 학문적으로는 후속연구

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실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

인 브랜드 컨셉 정립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치열해진 경쟁 시장 하에서 브랜드 마케

팅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정립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브랜드 컨셉의 개념과 역할

브랜드와 관련된 많은 주제의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다가 Park et al.(1986)과 Park et al.(1991)에 의해 브랜

드 컨셉의 개념과 컨셉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기 시작하였다(Bae, 2010).

Park et al.(1986)은 브랜드 컨셉이란 기업이 선택한 브

랜드의 의미로, 신제품 개발 문헌에서 사용되는 제품 컨

셉, 즉 신제품 아이디어와는 달리 브랜드와 연결된 전반

적인 의미를 뜻한다고 하였다. 즉 브랜드의 사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브랜드 컨셉은 소비자 마

음 속에 제품을 포지션시키고 다른 브랜드의 동일 제품

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 유

지,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고안할 수 있게 해준

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전략적 계획은 브랜드의 이미지

를 정교화, 강화시키고 브랜드의 핵심 성격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포지셔닝 노력을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브랜드의 포지션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

수명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

였다. 즉, 브랜드 컨셉의 명확화와 관리는 브랜드 이미

지를 개발, 유지, 통제하는 수단이 되며, 포지셔닝 전략

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Park et al.(1986)이 규정한 브랜

드 컨셉의 개념과 역할을 살펴보면, 브랜드 컨셉은 브

랜드 이미지나 포지셔닝보다 선행하는 개념으로, 이들

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큰 틀이 됨을 알 수 있다.

Park et al.(1991)은 브랜드 컨셉에 대해 Park et al.

(1986)이 제시한 개념과 맥을 같이 하여, 소비자 마음 속

에 존재하는 브랜드 고유의 의미이며 제품의 특정 속성

으로부터 파생되는 브랜드 고유의 추상적 의미라고 정

의하였다. 특히 브랜드 컨셉을 속성, 혜택, 그리고 이러

한 혜택들을 고차원의 컨셉으로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마케팅 노력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독자적(unique)이

고 추상적(abstract)인 의미(meaning)라고 정의하였다.

Park et al.(1986)과 Park et al.(1991)이 제시한 브랜드

컨셉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자들(Eun & Park, 2008; Jang, 2008; Keller, 1993;

Lee, 1999)은 대체로 이들의 정의를 인용하거나 유사한

개념화를 하였다.

2. 브랜드 컨셉의 유형

브랜드 컨셉 유형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일반 경영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Park et al.(1986)은 소비자 니즈,

거시적 환경 트렌드, 기업 내부 환경, 기업의 자원, 이미

지, 생산 역량, 제품 포트폴리오 등이 브랜드 컨셉의 유

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제공해 주는 혜택에 기반하여 브랜드 구매를

결정하게 되며 이 때 소비자들이 브랜드로부터 얻고자

하는 보상이나 기대가 브랜드가 제공하는 혜택으로서

브랜드 컨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Gutman,

1982). 이에, 대표적인 브랜드 컨셉 유형 구분들은 소비

자 니즈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Park et al.(1986)은 기능

적(functional), 상징적(symbolic), 경험적(experiential) 컨

셉으로, Park et al.(1991)은 기능적, 품위(prestige) 지향

적 컨셉으로 구분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은 대부분 그 구

분을 따르고 있다(Table 1).

먼저 Park et al.(1986)은 기본적인 소비자 니즈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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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상징적, 경험적 니즈로 구분하였다. 기능적 니즈는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제품을 찾고자 하

는 동기로 정의하였다. 이 때 소비와 관련된 문제에는 현

재의 문제 해결, 잠재적 문제 방지, 갈등 해결, 실망스러

운 상황의 재편 등(Fennell, 1978)이 해당된다. 기능적 브

랜드 컨셉은 이와 같이 외부에서 발생된 소비 니즈를 해

결하기 위해 고안된 컨셉으로 정의된다. 상징적 니즈는

자기 강화(self-enhancement), 역할 설정, 집단 소속감, 자

아 정체성 확인에 대한 니즈와 같이 내적으로 발생된 니

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한 욕구로 정의된다. 따라서

상징적 브랜드 컨셉은 희구하는 그룹, 자기 이미지, 역할

등과 개인을 결합시켜주기 위해 고안된 컨셉이라 할 수

있다. 경험적 니즈는 감각적 즐거움, 다양성, 인지적 자

극을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욕구로 정의된다. 경험적 브

랜드 컨셉은 이러한 자극이나 다양성에 대한 니즈와 같

이 내적으로 발생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컨

셉이라 할 수 있다. Park et al.(1986)은 어떤 제품이든 이

론적으로는 기능적, 상징적, 또는 경험적 이미지로 포지

션될 수 있다고 하였다. Ahn et al.(2013) 역시, 브랜드 컨

셉은 어떤 유형의 소비자 욕구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기

능적, 상징적, 경험적 브랜드 컨셉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고 하였다.

Park et al.(1991)은, Park et al.(1986)의 브랜드 컨셉

유형 세 가지를 두 가지로 묶었다. 즉 브랜드 컨셉을 크

게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자면 기능 지향적 컨

셉과 품위 지향적 컨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능 지향적 컨셉은 주로 제품 성능과 관련된 브랜드

고유의 특징 측면이고, 품위 지향적 컨셉은 주로 소비

자의 자아 이미지 표현 측면이라고 하였다. 이후 Voss et

al.(2003)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 기능이나 성능적인 측

면이 강조되는 실용적 브랜드(utilitarian brand)와 개성이

나 자아 표현이 중시되는 쾌락적 브랜드(hedonic brand)

로 브랜드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Lanseng and Olsen

(2008)도 Park et al.(1991)의 관점을 수용하여 브랜드 컨

셉 유형을 기능적 컨셉과 표현적(expressive) 컨셉으로 구

분하였고, Moon(2010)은 브랜드 컨셉 유형에 따라 기능

지향적 브랜드와 품위 지향적 브랜드로 나누어 브랜드

컨셉 유형이 브랜드 간 일치성과 브랜드 제휴 평가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기능 지향적 브랜

드는 인지적 노력을 위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품위

지향적 브랜드는 제품 관련 정보보다는 이미지, 개성,

분위기, 사용자 이미지, 사용 상황 등과 같은 제품 외 정

보를 주로 전달한다고 하였다.

Park et al.(1986)은 많은 브랜드들이 상징적, 기능적,

경험적 컨셉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포지셔

닝 전략이나 이미지 관리에 있어 비용과 차별화의 어려

움, 비효율을 야기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 브랜드의 기

본적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

문에 가능한 한 한 가지 유형의 컨셉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였다. 또한 Monga and John(2010)은 동기

부여적이고 감성적인 의미에 기반을 둔 추상적인 브랜

드 컨셉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적 속성에 초점 맞추는 것

보다 호의적인 소비자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패션 브랜드 컨셉 연구동향

지금까지 브랜드 컨셉의 개념이나 역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경영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반

면 의류학 분야의 브랜드 컨셉 관련 연구는 많지는 않

은 실정이다.

Park et al.(1991)이 제시했듯이 브랜드 컨셉은 속성,

혜택, 마케팅 노력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류학 분야에서 브랜드 컨셉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브랜드 컨셉을 이미지 측면에서만 접근하였다.

Kim(2003)은 ‘보수적인’, ‘고전적인’, ‘동시대의’, ‘현대

적인’과 같은 형용사들을 중심으로 브랜드 컨셉 표현

어휘들을 수집하여 요인분석과 다차원척도법에 의해 각

각의 이미지를 공간상에 배열한 결과, x축을 대표하는

Table 1. Types of brand concept in previous research

Research Types of brand concept Remarks

Park et al. (1986) Functional, symbolic, experiential

Park et al. (1991) Functional, prestige

Voss et al. (2003) Utilitarian, hedonic Based on Park et al. (1991)

Ahn et al. (2013) Functional, symbolic, experiential Based on Park et al. (1986)

Lanseng and Olsen (2008) Functional, expressive Based on Park et al. (1991)

Moon (2010) Functional, prestige Based on Park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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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는 스포티한, 낭만적인으로, y축을 대표하는 단어는

트렌디한, 보수적인으로 나타났다. Eun and Park(2008)

은 브랜드 컨셉에 나타난 이미지 어휘를 조사하여 품위

성, 현대성, 활동성, 개성 이미지의 4가지 의복 이미지 유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브랜드의 연령대와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Yu(2004)는 백화점 입점 영

캐주얼 브랜드들의 컨셉을 섹시, 럭셔리, 모던, 소녀스

러움, 라이프스타일 추구로 분류하였고, Jang(2008)도

복종별 패션 브랜드들의 브랜드 컨셉을 이미지 용어 중

심으로 분석하여 캐주얼 이미지와 모던 이미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 용어이며 구체적인 추구 이미지 빈

도는 복종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Jang(2008)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컨셉을 브랜

드가 제시한 이미지 용어만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브랜드 컨셉을 구

성하는 가격이나 제품 특성, 판촉 등의 다른 요인들도

포함시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제언하였다. 또한, 패션 이미지를 기업(브랜드 컨셉)으로

서의 패션 이미지, 트렌드 요소로서의 패션 이미지, 소

비자 측면에서의 패션 이미지 등 각각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을 취했으며 의복 이미지의 구성 요인들과 이미지

용어들은 브랜드 컨셉 설정 및 브랜드 포지셔닝의 기준

에 활용된다고 하여, 브랜드 컨셉이 이미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음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패션 브랜드 컨셉 관련 연구동향을 볼

때, 그간 이루어진 바가 없는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

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이미지

중심의 관점을 가격, 제품 특성, 판촉, 트렌드, 소비자

등 이미지 이외의 다른 구성 요소들로 확대해 보고 그

체계를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일반 경영학 분야의 브랜

드 컨셉 관련 선행연구들 역시 브랜드 컨셉 유형(기능

적, 상징적, 경험적)에 집중한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제품 특성상 일반 제품 브랜드

컨셉 유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구성 요소 역시

일반 제품과는 다른 패션 제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 특유의 브랜드 컨셉 유형 및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패션 브랜드 컨셉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접근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업계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을 고찰해 본 뒤, 패션 브랜드

컨셉의 구성 요소 및 그 체계를 구별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 및 구성 요소를 조사, 분석

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패션 브랜드 컨셉 유형을 고찰한다.

연구문제 2. 패션 브랜드 컨셉의 구성 요소 및 구성

요소 체계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패션 브랜

드 컨셉의 유형과 구성 요소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접근의

탐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대상이

될 패션 브랜드 컨셉은 S. M. Kim(2012)에서 125개 여

성복 브랜드 컨셉을 수집하였다. S. M. Kim(2012)에서

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복종별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브랜드 컨셉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연감은 매년 개별 브랜드에 요청하

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브랜드 컨셉 역시

개별 브랜드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것이다. 분석 대상

여성복 브랜드의 조닝별, 가격존별 분포 상황은 <Table

2>와 같다.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행연구(Park et al.,

1986)에서 일반 제품을 대상으로 도출된 컨셉 유형인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유형을 분석 기준으로 하였다.

브랜드 컨셉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의류학 분야에서는 전

무하고, 일반 제품 관련 연구에서는 Park et al.(1986)과

Park et al.(1991)이 대표적이며, 이후의 연구들이 이들 두

연구의 컨셉 유형 구분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들의 컨셉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패션 브랜드 컨셉 유형이 그와 유

사한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방법을 선택하

였다. 단,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살

펴보기 위해, Park et al.(1991)이 제시한 두 가지 컨셉 유

형보다는 Park et al.(1986)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을 기준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적 브랜드 컨셉은 현재의 문

제 해결, 잠재적 문제 방지, 갈등 해결, 실망스러운 상황

의 재편 등 소비 관련 니즈 해결을 제시하는 컨셉으로,

상징적 브랜드 컨셉은 자기 강화, 역할 설정, 집단 소속

감, 자아 정체성 확인, 자기 이미지 설정 등을 제시하는

컨셉으로, 경험적 브랜드 컨셉은 브랜드를 통한 감각적

즐거움, 다양성, 인지적 자극을 제시하는 컨셉으로 정의

하고, 이 개념에 따라 패션 브랜드 컨셉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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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방법으로는, 패션 브랜드 컨셉의 내용이 세 가

지 브랜드 컨셉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분류하고 이를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반복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결과

도출보다는 탐색적인 정성적 연구이므로, 두 가지 이상

의 컨셉 유형에 부합하는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는 가장

부합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4가지 복합 컨

셉 유형(기능적/상징적, 기능적/경험적, 상징적/경험적,

기능적/상징적/경험적) 중 한 가지로 분류하였다. 3가지

단일 컨셉 유형 및 4가지 복합 컨셉 유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컨셉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패션 브랜

드 컨셉에 대한 연구 및 컨셉 유형 해석 기준이 매우 부

족한 상황에서 일반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컨셉 유형

개념을 기준으로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을 해석, 분

류하였기에, 분류된 컨셉 유형별 명확한 빈도를 제시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컨셉 유형별 전반적인

경향과 해당 사례들만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 패션 브랜드의 컨

셉 내용을 개방 코딩(open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

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은 근거이

론에서 제안된 코딩 방법으로 질적 자료분석의 가장 기

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Y. C. Kim, 2012).

개방 코딩은 수집된 자료의 의미에 기초하여 귀납적

으로 이루어지며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접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논리적, 연역적 추론 대신 발견과 이론 발달에 초점을 맞

추는 코딩 기법이다. 즉 자료를 읽고 추론하고 의미를 도

출하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개념의 유형과

사고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로 모든 자료에 포함

된 단어를 요약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개념

으로 특징화하려고 노력한다. 개방 코딩은 세그멘팅과

초기 코딩이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Y. C. Kim, 2012).

축 코딩은 개방 코딩한 자료를 보다 분석적으로 정리

하는 과정이다. 개방 코딩 과정에서 흩어져 있고 분산

되어 있는 자료들을 재조직하는데 목적이 있다(Strauss

& Corbin, 1990). 비슷한 코드화된 자료를 묶어내고, 이

를 통해 개방 코딩의 결과들을 정리해 그 수를 줄여나가

며,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적

범주로 발전시켜 나간다. 개방 코딩의 결과물은 ‘주제’,

축 코딩의 결과물은 ‘범주’, ‘하위 범주’라 부른다(Y. C.

Kim, 2012).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각 패션 브랜드 컨셉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서로 다른 의미 단위로 해체하는

세그멘팅 작업을 하였다. 이후 세그멘팅이 끝난 자료를

첫 단계로 코딩하는 초기 코딩을 하였다. 이는 세그멘팅

된 자료 중 일련의 관련이 있는 내용을 하나의 코딩으로

묶어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초기 코딩의 과정은 연

구자가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표현을 사용하여 자료

의 의미를 드러내는 주제어를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표

현한다. Bogdan and Biklen(2003)은 약 30~50개의 초기

코드가 개발되어야 하며 많을수록 좋다고 하였다. Stra-

uss(1987)도 초기 코딩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많을

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코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세그멘팅

된 자료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주제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주제들 간 유사성과

차이성을 비교하여 각 주제를 연결하는 축 코딩을 진행

하였다. 주제들을 추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하위 범주를

도출하고, 각 하위 범주의 이름이 명명되었다. 다음으

로 하위 범주들을 다시 그 유사성에 따라 범주로 만들

었다. 축 코딩 과정을 통해 패션 브랜드 컨셉의 구성 요

Table 2. Zoning and price line of brands analyzed

Zoning* Frequency Price line* Frequency

Designer character 71 High price 44

Ladies formal wear 36 Middle and high price 64

Town wear 10 Middle price 12

Leports casual 2 Low and middle price 5

Senior casual 2

Maternity dress 2

Designer boutiques 1

Designer brand 1

*Zoning and price line classifications are based on S. M. 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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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체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개방 코딩과

축 코딩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

국내 여성복 브랜드 125개의 브랜드 컨셉을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컨셉 유형 및 4가지 복합 컨셉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하나의 내용이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유형 중 명확히 한 가지 유형으로만 해석되기보

다는 복수의 유형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패션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얻는 크

로스 코디 단품을 구성’과 같은 컨셉 내용은, 상품 구성

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며 크로스 코디라는 실용적 혜택

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 컨셉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크로스 코디를 통해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경험적 컨셉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컨셉 내용 중에는 각 컨셉 유형의 개념에 명확

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 즉 일반 제품 브랜드 컨셉 유형

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타겟 소

비자의 연령을 특정화한 컨셉 내용(예: ‘20~25세를 대상

으로’)은 세 가지 컨셉 유형 및 복합 유형 어디에도 해

당되기 어려워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여성복

제품 특성상 디자인 설명이나 컬러, 무늬, 디테일, 실루

엣 등에 대한 설명이 많았으며 이는 제품의 본원적 특

성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기능적 컨셉으로 분류했으나,

사실상 ‘현재의 문제 해결, 잠재적 문제 방지, 갈등 해결,

실망스러운 상황의 재편 등 소비 관련 니즈 해결’이라

는 기능적 컨셉의 개념에 명확히 드러맞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제품을 기준으로 한 브랜드 컨셉

유형의 개념을 패션 브랜드 컨셉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 복

합 유형 컨셉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능적 컨셉과 상징적 컨셉이 동시에 포함된 컨셉의 사

례로는 ‘심플하면서 여성적이고 우아함을 지향하며 고

품격 이미지가 담겨 있는 엘레강스를 추구. 고급 소재

를 사용하여 하이퀄리티를 지향하는 브랜드’, 상징적

컨셉과 경험적 컨셉이 동시에 포함된 사례로는 ‘트래디

셔널한 감성이 주는 상류층의 프레스티지함을 스타일

리시한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트래디셔널’, 경험적 컨셉과 기능적 컨셉이 동

시에 포함된 사례로는 ‘아방가르드한 감각을 페미닌과

오리엔탈적인 것 등 퓨전적 요소를 가미하여 실용성 있

는 독특함과 차별화를 추구함. 편안하면서도 특징있는

볼륨과 착용감에 있어 안정적인 피팅을 중시함’, 세 가

지 컨셉 유형이 모두 포함된 사례로는 ‘편안함, 심플함

과 기능성, 디테일과 장식을 겸비한 캐주얼. 세련된 감

각을 즐기며 토틀 이미지 코디로 매력을 추구하는 경

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중년층을 위한 품위있는 고감

도 부인복을 지향함’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단일 유형의

내용으로만 구성된 컨셉은 매우 적었으며, 특히 기능적

컨셉(예: 절제된 장식, 심플한 라인을 바탕으로 디테일

하나 절개선을 강점으로 하는 정장 브랜드)과 경험적 컨

셉(예: 고감도 오뜨꾸띄르) 단일 유형의 내용으로만 구

성된 컨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컨셉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되기보다는 한 가

지 유형으로 집중하는 것이 포지셔닝 전략과 이미지 관

리에 있어서의 비용 절감, 차별화, 소비자들의 명확한

브랜드 의미 인식 등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한 Park et

al.(1986)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패션 업계에서의 브랜드

컨셉 설정은 그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 구매 시

기능적인 가치보다는 감성적 가치 즉 이미지와 경험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 제품의 소비

패턴이 기능성 위주에서 상징성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고 한 Jang(2008), 동기부여적이고 감성적인 의미에 기

반을 둔 추상적인 브랜드 컨셉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적

속성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호의적인 소비자 반응을 유

발할 수 있다고 한 Monga and John(2010)에 비추어 볼

때도, 패션 업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브랜드 컨셉은 기능

적 컨셉을 포함하는 복합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상

당히 많아, 소비자 동향이나 효율적인 브랜드 컨셉 방

향과도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패션 브랜드 컨셉의 구성 요소 및 구성 요소 체

계 도출

패션 브랜드 컨셉의 내용을 개방 코딩하여 ‘주제’를

도출한 결과, 총 55가지(아이템, 스타일, 상품 구성, 품

질, 룩, T.P.O., 컬러, 핏, 무늬, 소재, 실루엣, 디테일, 디

자인, 착용감, 패턴, 기능적 혜택, 이미지, 감성, 무드, 트

렌드, 모티브, 테이스트, 감도, 마인드, 모드, 테마, 캐릭

터, 브랜드 수준, 상징적 혜택, 소비자 연령, 세대,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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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클, 직업, 경제적/사회적 계층, 니즈, Spirit, 라이

프스타일, 패션 성향, 기존 고객, 디자이너, 노하우, 생

산 방식, Origin, 사업 영역, 역사성, 브랜드 위상, Origi-

nality, 추구점, 브랜드 철학, 표방, 브랜드 전개 형태, 조

닝, 가격, 유통, 차별화)로 도출되었다. <Table 3>에 주

제와 각 주제별 컨셉 내용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주제들을 다시 유사한 주제별로 정

리, 분류하여 ‘하위 범주’를 도출하고, ‘하위 범주’들을

다시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범주’를 도출하는 축 코

딩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물리적/본원적 제

품특징, 상징적/개념적 제품 특징, 타겟 소비자의 인구통

계적 특성, 타겟 소비자의 소비자 행동, 브랜드 역량, 브

랜드 가치관, 브랜드 운영/마케팅 등의 7가지 하위 범주

와, 제품, 타겟 소비자, 브랜드 등의 3가지 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주제, 하위 범주, 범주 단계로 도출된 결과

는 패션 브랜드 컨셉 구성 요소의 체계를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제품 컨셉이 아닌 브랜드 컨셉

임에도 불구하고 컬러, 핏, 소재, 실루엣, 디테일, 패턴

등 제품의 본원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패션 브랜드 컨

셉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나

Table 3. Analysis results of fashion brand concept components

Text* Subject Sub-category Category

Handling women's formal wear Item

Physical /

intrinsic

product

characteristics

Product

Focused on styles that satisfy both grace and activity Style

An assortment of town sportswear and business suit collection line Product assortment

Focused on high quality Quality

Based on classic French look Look

Proposing day time casual T.P.O.

Matching bright and brilliant point color with basic natural color Color

Focused on proper fitting Fit

Flower-printed or basic solid items are the main products Pattern (print)

Creating rough and simple fabrics utilizing extraneous materials Materials

Focused on simple and soft silhouette Silhouette

Applying handcrafted details Detail

Design with a mixture of urban casual style Design

With comfortable feeling in wearing Feeling in wearing

A brand which has strength in detailed cutting lines Pattern (cutting)

Focused on activity, comfort, and practicality Functional benefits

Representing romantic image as chic and modern Image

Symbolic /

conceptual

product

characteristics

Feminine and girlish sensibility-oriented Sensibility

Based on elegant mood Mood

Reflecting seasonal consumer trend such as color and design Trend

Based on the motive from paintings in fine arts Motive

Of European taste Taste

Highly sensitive fashion-oriented Sensitivity

With the intelligent mind seeking higher prestige Mind

Based on the 1950s-1960s' mode Mode

Taking natural factors as the theme of the collection Theme

Giving and impression with an elegant and intense character Character

A brand as a high end designer label Brand level

A brand which complements middle aged individuals Symbolic benefits

*A part of the brand concept sentence which is the example of the pertinent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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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들이 유사한 디자인 요

소를 공유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브랜드 컨셉을 표현하

게 되는 패션 제품의 특성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착용함으로써 다른 일반 소비재

에 비해 소비자 밀착성이 높고, 소비자의 사회 심리적

이유로 구매되는 경우가 많은 패션 제품의 특성상, 타

겟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소비자 행동에 대한 내

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브랜드 운영/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 제

품 브랜드 컨셉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도출된 브랜드 구성 요소들을 주제 단위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브랜드 컨셉을 구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들이

브랜드 컨셉의 개념을 매우 넓은 범위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브랜드 컨셉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의미를 상

세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으로는 그간 브랜드 컨셉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한 브랜드의 브랜드 컨셉 안에 상당히 많은 구

성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동일 하위

범주 내의 주제들로만 과도하게 중복되어 구성된 컨셉

Table 3. Continued

Text* Subject Sub-category Category

Targeting women in their 40s and 50s Age

 Demographics

of target

Target

consumer

For the new generation Generation

(Items) shareable between mother and daughter Life cycle

Targeting professional career women Occupation

Targeting financially stable middle class consumers Economic/social class

Proper for various needs of women in their 40s who have an active social life Needs

Consumer

behavior

of target

Targeting women who value everyday beauty Spirit 

Targeting women of active lifestyle Lifestyle

For urban and sensitive women wh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fashion trends Fashion orientation

Famous for maternity dresses enjoyed by Jessica Alba and other Hollywood

celebrities
Existing customers

Creating a signature fashion line of Andre Kim Designer

Brand

capability

Brand

Based on the know-how to make comfortable patterns Know-how

Specialized in custom-made items Manufacturing process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 of haute couture Origin

Established as a brand specialized in cashmere Business area

The first Korean urban casual History

The leading formal wear brand Brand status

Creating the purity of design originality Originality

Pursuing 21C new aristocratism reproducing modern feminine beauty Pursuit
Brand

values
With a well-made, comfortable, and modern clothes fashion philosophy Brand philosophy

Stating non-size, non-age, and non-season policy Statement

Designer brand targeting Brand operation system

Brand

management/

marketing

As a designer character line Zoning

For reasonable price range Price

As a retailer shop specialized in maternity dresses Distribution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brands Differentiation

*A part of the brand concept sentence which is an example of the pertinent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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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고, 여러 하위 범주에 걸쳐 주제들이 혼용되어

핵심 포인트가 없이 산만한 느낌을 주는 컨셉도 있었다.

이 역시 브랜드 컨셉 구성에 있어 구성 요소 체계에 대

한 인식이나 컨셉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을 살펴보고 패션

브랜드 컨셉의 구성 요소 및 구성 요소 체계를 도출함

으로써 패션 브랜드 컨셉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반

제품을 기준으로 한 브랜드 컨셉 유형과 패션 브랜드

컨셉 유형 간에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하나의 컨셉 내용

이 복수의 컨셉 유형으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가 많았고, 일반 제품 브랜드 컨셉 유형의 개념에 명확

히 드러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두 가지 유형 이

상의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 복합 유형 컨셉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 브랜드 컨셉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

55가지 주제와 7가지 하위 범주(물리적/본원적 제품 특

징, 상징적/개념적 제품 특징, 타겟 소비자의 인구통계

적 특성, 타겟 소비자의 소비자 행동, 브랜드 역량, 브랜

드 가치관, 브랜드 운영/마케팅), 3가지 범주(제품, 타겟

소비자, 브랜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 제품 브랜드 컨셉 유형을 기준으로 패션

브랜드 컨셉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던 결과는, 패션 브랜드의 컨셉이 일반 제품 브랜드 컨

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패션 제

품이 가진 특정한 한 가지 특성이 제품 착용 시 내부적

으로는 신체에 밀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착용

자로 하여금 제품으로부터 오는 신체적, 심리적 경험을

하게 하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제품과 착용자의 이미

지나 상징성을 표출할 수 있으므로, 패션 브랜드의 한

가지 컨셉 내용은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유형 중 복수

의 유형으로 동시에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또

한, 패션 제품에 있어서의 컬러, 소재, 무늬, 실루엣 등

제품의 본원적 특성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구성하는 제

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브랜드 컨셉을 시각적으

로 표출하는 매개체가 되므로, 이들 특성들이 브랜드 컨

셉의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본 연구

에서는 기능적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

으로는 기존의 브랜드 컨셉 유형별 개념에 명확히 들어

맞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일반 제품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브랜드 컨셉 유형의 개념과 기준을 패션 브

랜드 컨셉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 컨셉에 대한 연

구에 있어서는, 일반 제품 브랜드 컨셉 유형을 중심으

로 한 선행연구의 관점을 그대로 준용하기보다는, 패

션 제품 특징을 고려한 세부적인 컨셉 구성 요소를 살

펴봄으로써 패션 브랜드 컨셉에 대한 관점을 보완할 필

요성이 있다.

둘째, 한 브랜드의 컨셉에 두 가지 이상의 컨셉 유형

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상당히 많은 구성 요소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현재 국내 여성복

브랜드 컨셉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복합적인 브랜드

의미 전달을 추구하는 실정임을 보여준다. 즉 현재 국

내 여성복 브랜드들이 한 가지 컨셉 유형 집중을 통해

일관된 브랜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감성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

지 못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패션 브랜

드 기업들이 브랜드 컨셉 정립 시에는, 브랜드가 충족

시키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되 상징

적, 경험적 가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장 상황을 고

려한 컨셉 유형 및 구성 요소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 의미가 최대한 명확할 수 있도

록 컨셉 문안을 고안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복합적이고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

너무 긴 문장이나 복잡한 구문,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비문 등으로 구성된 컨셉들이 빈번했는데, 이러한 컨셉

형태는 브랜드 컨셉의 명확한 전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패션 브랜드 컨셉 정립에 있어 본 연구에서 도

출된 패션 브랜드 컨셉 구성 요소를 참고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패션 브랜드 컨셉 구성 요소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품 특성, 타겟 소비자 특

성, 브랜드 관련 사항 등 상당히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

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패션 브랜

드 컨셉 구성 요소들은, 패션 기업의 브랜드 런칭 혹은

리뉴얼시 브랜드 컨셉 정립에 기준 자료로 사용됨으로

써 보다 타당성 있는 컨셉 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

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패션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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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컨셉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타겟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자사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선별하여 브랜드 컨셉

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구성 요소 체계

를 토대로, 중복되는 요소를 배제하고 전달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가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 컨셉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선호도, 평가, 또는 기업의 패션 브랜드

컨셉 운영 현황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위한 기준, 즉 측

정 항목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3가지 범주

(제품, 타겟 소비자, 브랜드)와 그에 속한 7가지 하위 범

주들 및 각 하위 범주에 포함된 주제들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의류학 분야에서 부족했던 패션 브랜

드 컨셉의 유형을 정성적으로 고찰하고 구성 요소 및

그 체계를 밝힘으로써 의류학 분야 브랜드 컨셉에 대한

관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기존의

패션 브랜드 컨셉 관련 연구들이 일반 경영학 분야의

브랜드 컨셉 연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비해, 본 연

구는 패션 브랜드로 분야를 구체화하여 연구를 진행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학문적으로는 향후

패션 브랜드 컨셉 연구 관련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패션 브랜드 컨셉 정립의 가

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그간 패션 브랜드 컨셉의 유형이

나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바, 컨셉 유

형과 구성 요소를 각각 고찰해보는 탐색적인 성격의 질

적 연구로 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나 정량적인

확인은 하지 못했다. 즉, 브랜드 컨셉 유형별로 컨셉 구

성 요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컨셉 유형별 브랜드

분포는 어떠한지, 또한 어떠한 컨셉 구성 요소가 보다

많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확대되

지는 못했다. 이는 연구대상 브랜드들의 컨셉 중에는

컨셉 유형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 만큼, 향후 보다 많은 패션 브랜드를 표

본으로 하여, 명확한 단일 유형 컨셉의 브랜드를 대상

으로 컨셉 유형별 구성 요소 분포, 컨셉 유형별 브랜드

분포, 컨셉 구성 요소의 사용 빈도 등을 고찰하고 정량

적으로 확인한다면, 후속연구에는 보다 풍성한 참고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그 활용도

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그간 부족하였던 국내 여성복 브랜

드의 브랜드 컨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인 정성

적 연구였기에, 특정 브랜드 컨셉이 어떤 유형에 해당

하는지, 또는 특정 컨셉 내용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

어졌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장치는 다소 부족하

였다. 즉, 브랜드 컨셉의 유형 분류나 구성 요소 도출에

있어 시간차를 둔 반복 작업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자 하였으나, 분류 작업에 있어 패널 구성을 통해 패널

간 공통된 결과 도출을 하고자 하였다면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탐색적 성격의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브랜드 컨셉 유형이나 구성 요소 체계

를 기준으로, 향후 여성복 이외의 다른 복종으로 확대

된 연구 진행 시에는, 분석 패널의 확보 또는 양적 검증

장치를 통해 보다 신뢰성있는 복종별 브랜드 컨셉 유형

및 구성 요소와 그 체계를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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