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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ffective digital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analysis of luxury fashion brands. This study conducted both quantita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of the brands Louis Vuitton, Gucci, Burberry, and Chanel. To measure the 

brand image of the luxury fashion brands, the survey was distributed to Millennials, 

and total of 277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by using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Other than survey, this paper analyzed digital marketing strategies 

of luxury fashion brands through brand-related papers, website and social media of 

each brand, Samsung Designnet’s database, and news posted on search eng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ing brand 

image of luxury fashion brand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rands, 

except Gucci. Second, this study analyzed each luxury fashion br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arketing, and common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Third, 

by analyzing the brand image and digital marketing strategies of luxury fashion brands, 

it was confirmed that Gucci’s brand image and digital marketing strategies were 

consistent, whil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Burberry’s brand image and digital 

marketing strategy.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digital marketing 

strategies that are suitable for luxury fashion brands. First, is the connection of 

on/offline channels. Second, is the use of AI technology. Third, is a blockchain-base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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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럭셔리 패션 브랜드 소비의 대부분이 
디지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구
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Achille et al., 2018).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게 있
어 디지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럭셔리 
소비 시장의 세대 전환에 있다. 1980년대 이후 태
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그를 잇는 Z세대 소비자가 
현재 럭셔리 소비 시장의 30%를 구성하고 있으
며, 이는 기성세대의 소비력을 동력으로 성장했던 
기존 럭셔리 소비 시장에서의 지각변동을 의미한
다(D’Arpizio & Levato, 2017).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
어난 신세대로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라이
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삼성디자인넷, 2019; 조
윤설, 조택연, 2019). 이들은 청소년 때부터 인터
넷을 사용하여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 정보기술(IT)에 익숙하며, 기존 세대와
는 확연히 다른 삶의 가치와 기준을 보이고 있다
(조윤설, 조택연, 2019).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기술의 발전은 패션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Armed et al., 2019). 각 산업별로 디지털 기술
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상이하지만,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럭
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유지
하는 동시에 새로운 타겟층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중심에는 디지털 마케팅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럭셔
리 브랜드와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중점을 둔 연
구가 많다(Arrigo, 2018; Kim & Ko, 2012; Phan et 

al., 2011). 그 외에 해외 글로벌 패션기업들의 디
지털 전환 동향이나 버버리(Burberry) 사례를 통
한 패션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럭셔리 패션 브랜
드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소영, 마진주, 2019; 박옥미, 이운영, 

2019).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각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
탕으로 향후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마케팅의 개념 

  소비자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디지털 마케팅을 사용하여 표적 
시장에 도달하고 있으며(Smith, 2011), 그렇기에 
디지털 플랫폼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 소비자에
게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연구소
(Digital Marketing Institute)는 디지털 마케팅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
하면서 고객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
움이 되는 통합적이고 표적이 되며, 측정 가능한 
의사소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oyle & Laing, 2014; Wymbs, 2011). 또한 파이
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의하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채널을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을 설명하는 특정 의미에
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 
선호도 구축, 브랜드 홍보, 고객 유지와 매출 상승
에 기여하는 과정을 설명한 포괄적인 의미로도 사
용된다(Financial Times, 2017). 따라서 디지털 마
케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기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게 있어 
디지털 마케팅의 활용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새
로운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마케팅의 유형 

  디지털 마케팅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으며, 첫째는 인터
넷을 통한 마케팅이고 둘째는 디지털 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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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한 마케팅이다. 이진미와 장수화(2012)는 인
터넷을 통한 마케팅 유형을 검색 엔진,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마케팅으로 요약하였으며, 박옥미와 
이운영(2019)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가운데 패
션 산업 분야에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가상현
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1)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마케팅

 (1) 검색 엔진

  검색 엔진이란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하며(Croft et al., 2010), 이진미
와 장수화(2012)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검색 엔진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것을 검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황신희와 주다영(2019)의 연
구에 의하면 검색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검색 패
러다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검색 서비
스는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 속에서도 사
용자들의 의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2) 웹사이트

  기업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에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으며, 기업의 웹사이트 구축은 인터넷을 기반으
로 광고,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 및 상거래를 수
행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김
승운, 강희택, 1999). 따라서 기업의 공식 웹사이
트는 자사 제품/서비스, 관련 정보 및 마케팅 메
시지를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이진미, 장수화, 2012) 웹사이트
는 활용 방식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험을 확대하
고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니고 있다.  

 (3) 소셜 미디어 마케팅

  소셜 미디어란 개인의 생각과 경험 등을 생산, 

확산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적인 플랫폼이다(장윤희, 2012). 기업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단순히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고객의 개인 정보, 이용 가능한 시장 제안 및 고
객들의 의견과 같은 방대한 양의 소셜 미디어 데
이터는 마케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유용한 정
보의 근원이다(Arrigo, 2018; Coulter, 2012; 

Hoffman & Fodor, 2010). 나종연(2010)의 연
구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는 크게 블로그
(blo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위키(wiki), 사용자 제작 컨
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s), 마이크로 
블로그(micro blog)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마케팅

 (1)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
시킨 기술로 각 분야의 관점에 따라 다른 정의를 
소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
을 모방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되고 있다(백승익 
외, 2016; 황신희, 주다영, 2019). 과거에는 인공지
능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시스템이었던 반면, 현재
는 인간의 지능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예측까지 가능한 단계로 나
아가고 있다(김지은, 이진화, 2018; 최정길, 2017). 

따라서 인공지능은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기업의 마케팅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해지고 있다. 

 (2)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일반적으로 “3D 환경으로 구성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세계”라 정의되며, 사용자가 
마치 실재와 같은 환경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물
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 인터페이스이다(정재석, 2019; 

Biocca, 1992). 또한 Azuma(1997)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현실의 이미지와 가상의 이미지를 결합
한 것, 사용자와 시스템의 실시간 상호 작용이 가
능한 것, 3차원 다감각적 공간에 놓인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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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즉, 가상현실에서는 어떠한 것을 만들
어 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상호 작용하는 사
용자가 실재 세계와 같은 현실감을 느끼는 것에
는 한계가 있는 반면, 증강현실은 실재 세계의 현
실감을 유지하면서 가상세계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다(이운영, 2010).

 (3)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거래의 기록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참가자(peer)들이 중앙기관 없이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block)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블록
에 기록하고 각 블록은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
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전송되어 공유된다(박
정홍, 2018; Park & Park, 2020). Fu et al. (2018)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패션 의류 제조 산
업을 위한 혁신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솔루션이라
고 칭하고 있으며, Francisco와 Swanson(2018)는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많은 기술이자 패션 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의류 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최
적의 분야임에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안혜정, 2020). 그렇기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개선하고자 이를 마케팅
적 측면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럭셔리 패션 브랜
드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자신들의 
디자인 소유권을 더욱 지킬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브랜드 선정

  본 연구는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
(Interbrand)에서 브랜드 자산 가치를 토대로 실시
하는 2019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19) 순위와 IT 분야의 리서치 기업 가트
너(Gartner)의 2019년 디지털 IQ 지수 순위를 종

합하여 럭셔리 패션 브랜드 가운데 가장 상위에 
올라와있는 4개의 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4개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
는 루이비통(Louis Vuitton), 구찌(Gucci), 버버리
(Burberry), 샤넬(Chanel)이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양적 연구

 (1) 측정 도구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된 척도 문항을 인용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에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
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김영인 
외(2000), 박혜원(1997), 최일경(1995)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각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 측정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8개의 형용사 쌍을 5점 
의미변별 척도(SD법: semantic differential scale)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은 전은하(2013)의 연구를 보완하여 기
술형과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측정하
고자 대한민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 미디
어를 통하여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접하고 새로
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으며, 시장조사기
관인 월드 데이터 랩(World Data Lab)은 밀레니
얼 세대의 소비력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
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이는 곧 밀레니얼 
세대가 세계 소비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것을 뜻한다(삼성디자인넷, 2019; 조윤설, 

조택연, 2019).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밀
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Google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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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전체(n=277)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114 41.2

여 163 58.8

연령

20-24세 88 31.8

25-29세 110 39.7

30-34세 60 21.7

35-39세 19 6.9

학력

대학 재학 113 40.8

대학 졸업 132 47.7

대학원 재학 21 7.6

대학원 졸업 11 4.0

직업

학생 132 47.7

일반 사무직 96 34.7

전문직 24 8.7

공무원 6 2.2

자영업 5 1.8

기타 14 5.1

월 평균 가계 수입

200 만원 미만 23 8.3

200-400 만원 미만 58 20.9

400-600 만원 미만 62 22.4

600-800 만원 미만 44 15.9

800-1000 만원 미만 42 15.2

1000 만원 이상 48 17.3

월 평균 패션제품 
지출 금액

20 만원 미만 134 48.4

20-50 만원 미만 109 39.4

50-100 만원 미만 25 9.0

100-150 만원 미만 6 2.2

150 만원 이상 3 1.1

거주지
수도권 238 85.9

수도권 외 지역 39 14.1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으며, 배부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설문을 제외
하고 총 277명의 표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
다.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5.0을 활용
하였고 수집된 데이터 샘플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각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의 경우 중간 지
점인 3점을 브랜드 이미지 판단의 기준으로 정
하여 기술통계평균이 3점 미만이면 왼쪽 형용
사 이미지에 가깝고 3점 이상이면 오른쪽 형용
사 이미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사례 연구와 사례 분석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

팅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패션마케팅 관련 
단행본,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브랜드 관련 논문, 삼성디자인넷의 데이터베이
스를 활용하였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와 검색 엔진인 구글,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와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 범위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전환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김소영, 마진주, 2019) 2006년부터 2020년
까지 최근 15년으로 지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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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루이비통의 각 변수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심플한 - 화려한 3.62 1.038

보수적인 - 대담한 2.67 1.089

고급스런 - 대중적인 2.63 1.333

지적인 - 감성적인 2.86 1.140

무난한 - 개성적인 2.68 1.130

클래식한 – 유행에 민감한 2.28 1.251

성숙한 - 젊은 2.35 1.154

차분한 – 활동적인 2.39 1.097

<표 3> 구찌의 각 변수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심플한 - 화려한 4.15 1.072

보수적인 - 대담한 3.97 1.078

고급스런 - 대중적인 3.34 1.289

지적인 - 감성적인 3.75 1.084

무난한 - 개성적인 3.88 1.094

클래식한 – 유행에 민감한 3.99 1.107

성숙한 - 젊은 3.99 1.014

차분한 – 활동적인 3.86 0.992

<표 4> 버버리의 각 변수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심플한 - 화려한 2.05 1.136

보수적인 - 대담한 1.88 0.937

고급스런 - 대중적인 2.51 1.250

지적인 - 감성적인 2.19 1.144

무난한 - 개성적인 1.99 0.952

클래식한 – 유행에 민감한 1.63 0.929

성숙한 - 젊은 1.85 0.916

차분한 – 활동적인 1.71 0.857

<표 5> 샤넬의 각 변수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심플한 - 화려한 3.56 1.354

보수적인 - 대담한 2.72 1.293

고급스런 - 대중적인 1.77 1.040

지적인 - 감성적인 2.75 1.340

무난한 - 개성적인 2.94 1.196

클래식한 – 유행에 민감한 2.27 1.286

성숙한 - 젊은 2.49 1.270

차분한 – 활동적인 2.47 1.181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 분석 93

- 93 -

<표 6>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 분석 결과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루이비통 화려한, 보수적인, 고급스런, 지적인, 무난한, 클래식한, 성숙한, 차분한

구찌 화려한, 대담한, 대중적인, 감성적인, 개성적인, 유행에 민감한, 젊은, 활동적인
버버리 심플한, 보수적인, 고급스런, 지적인, 무난한, 클래식한, 성숙한, 차분한
샤넬 화려한, 보수적인, 고급스런, 지적인, 무난한, 클래식한, 성숙한, 차분한

1.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 분석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지법
을 실시하였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각 변수 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 <표 3>, <표 4>, <표 5>와 같
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브랜드의 브
랜드 이미지에 적합한 형용사를 정리하면 <표 6>

과 같으며, 구찌는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차별화
되는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발견된 반면, 구찌를 
제외하고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
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4
개의 브랜드 가운데 구찌만이 젊은 브랜드 이미
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는 구찌가 
밀레니얼 세대의 감성에 맞는 새롭고 신선한 이
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전통
적인 이미지, 즉 보수적이고 성숙한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2.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사
례 분석

1) 루이비통

  루이비통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자료
를 분석한 결과 루이비통은 일관된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디지털 전
환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브랜드의 디지털 마
케팅 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루이비통의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SNS 마케
팅이다. 루이비통의 소셜 미디어 및 뉴스를 통하
여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루이비통은 SNS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자 

브랜드의 SNS를 통하여 캠페인, 여행, 패션쇼 등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고 있었다. 특히 루이비통은 중국 시장을 타겟
으로 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위챗 미니 
프로그램(WeChat mini progra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

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이다. 루이비통의 앰블
(Amble with Louis Vuitton)은 스마트폰의 특성 가
운데 개인화와 양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
들이 여행을 하며 기록을 남기고 싶은 곳의 사진, 

비디오, 메모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루이비통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인 패스(Pass)

는 <그림 1>과 같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지 스캔을 가능하게 하는 스캐닝 기술(scanning 

technology)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광고를 느끼고 진행되는 광고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마케팅이다. 2015년 애플뮤직
의 수석 디렉터였던 이안 로저스(Ian Rogers)

가 LVMH의 최고디지털책임자(CDO)로 영입
된 이후 루이비통은 디지털 혁신의 가치를 실
현하기 시작하였다. LVMH는 24세브르닷컴
(24Sevres.com)이라는 럭셔리 온라인 스토어
를 개시하여 하이엔드급 럭셔리부터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루이비통의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기사들을 조사한 결과 LVMH는 리스트(Lyst)

라 불리는 글로벌 패션 검색 플랫폼에 자금을 
투자하여 온라인 럭셔리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루이비통은 젊은 소비자층의 욕구에 맞
추어 디지털 마케팅을 확장하고자 게임도 활용하
고 있다. 박소정(2019)에 의하면 e스포츠 시장 역
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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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루이비통 패스 <그림 2> 루이비통 AI 챗봇
(출처: https://kr.louisvuitton.com) (출처: https://www.forbes.com)

<그림 3> #TFWGucci <그림 4> 구찌 운동화 피팅 서비스
(출처: https://www.gucci.com/kr/ko) (출처: http://www.brandbrief.co.kr)

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루이비통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 중 최초로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
(League of Legends)와 파트너십을 맺고 니콜라 
제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의 주도하에 가상 
의류를 디자인하였다. 패션 업계에서는 루이비통
과 리그 오브 레전드와의 파트너십이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새로
운 마케팅이자 특히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루이비통은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
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었다. LVMH는 패션 기
업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아우라(AURA)를 
구축하였고(강덕중, 2019) <그림 2>와 같이 브랜
드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챗봇(chatbot)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비
통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교하
고 개인화되며, 시각적이고 대화형의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소
비자들은 챗봇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기업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비
자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구찌

  구찌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찌는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적극
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Adobe Korea(2019)에 
의하면 구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2015년 
마르코 비자리(Marco Bizzari)의 CEO 취임과 크리
에이티브 디렉터로 알렉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를 영입하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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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트 오브 더 트렌치 <그림 6> 버버리 AR 쇼핑 툴
(출처: https://www.ladylux.com) (출처: https://www.burberryplc.com)

  구찌의 디지털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SNS 마케팅이다. 구
찌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해 본 결과 구찌는 다양
한 SNS를 통하여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
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스타그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찌는 <그림 3>과 같이 자신
들의 새로운 시계 라인인 르 마르쉐 데 메르베(le 

marché des merveilles)를 홍보하기 위하여 밈
(meme)이라고 불리는 짤방을 활용한 #TFWGucci 

(that feel when Gucci)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해
당 프로젝트에서는 구찌의 시계를 모티브로 한 
밈이 제작되어 #TFWGucci 해시태그와 함께 SNS

에 게시되었으며, 특히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
여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효과
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AR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구찌는 
스페인 아티스트 이그나시 몬레알(Ignasi Monreal)

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2018년 S/S 컬렉션 구찌 
상상의 세계(Gucci hallucination) 캠페인을 통하
여 예술적 접근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켰다. 소
비자들은 구찌 앱을 실행한 후 잡지나 홈페이지
의 구찌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를 스캔하면 증강현
실을 통하여 광고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고 이러
한 고전 미술과 디지털 기술의 조화는 구찌가 지
속적으로 추구하는 아트 마케팅과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의 융합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구찌는 
자신들의 앱에 AR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구
찌는 AR 기능을 통한 운동한 피팅 서비스를 선보
였으며, 소비자들은 <그림 4>와 같이 구찌 앱에서 
자신이 원하는 운동화 스타일을 선택한 후 스마

트폰 카메라에 발을 비추어 가상으로 착용한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박소정, 2019). 소비자들은 
AR 기능을 토대로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기에 AR 기술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
족시키는 동시에 매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다. 이는 제품이 맞지 않아 반품을 하게 되는 
반품 처리 비용과 소비자들의 실망감을 낮추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향후 판매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나아가 김은영(2017)과 박인혜(2016)에 의하
면 구찌가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몰인 구찌닷컴에
서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단독 상품을 강화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찌 가든 컬렉션
(Gucci garden collection)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매할 수 없고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한 것으
로 타겟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DIY(do it 

yourself)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구찌의 전
략은 새로운 소비자와 소통하고자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바탕으로 한 개인화된 상품 판매 전략인 
개인맞춤형 서비스와 디지털 매체를 조화시킨 것
으로 볼 수 있다. 

3) 버버리

  버버리와 연관된 기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버버
리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는 ‘럭셔리 브랜드 가
운데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레 따라 붙는다. 

과거 위기를 겪었던 버버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6년 앤절라 아렌츠(Angela Ahrendt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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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HANELTower <그림 8> 샤넬과 파페치의 파트너십
(출처: https://www.instagram.com) (출처: https://wwd.com)

CEO 자리에 오르며 시작되었다. 아렌츠는 당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크리스토퍼 베일리
(Christopher Bailey)와 함께 브랜드의 정체성을 
‘디지털 미디어 컴퍼니(digital media company)’로 
재정립하였다(김순신, 2018; 박로명, 2018). 또한 
버버리는 디지털과 고객 경험을 접목시켜 조직, 

시스템, 프로세스 등 디지털 기술을 경영 전반에 
사용하는 풀리 디지털 버버리(fully digital 

Burberry)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마진주, 2019).

  수집된 기사들과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버버리는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이
미지와 디지털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있었다. 버버리가 2009년부터 시작한 아트 오브 
더 트렌치(art of the trench) 캠페인은 <그림 5>와 
같이 브랜드의 상징적인 아이템인 트렌치코트를 
입은 모습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플랫폼이며, 버버리 어쿠스틱(Burberry acoustic)도 
브랜드가 강조하는 영국스러움을 컨텐츠와 효율적
으로 연결시킨 마케팅으로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
트에 무명의 재능 있는 영국 뮤지션을 소개하는 
캠페인이다. 

  버버리는 전통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꺼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략에도 새롭게 도
전하고 있다. 버버리는 주로 스트리트 브랜드
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롭(drop)이라는 판매 방
식을 도입하였다. 드롭은 적은 수량의 제품을 
소셜 네트워크나 일부 매장을 통하여 기습적으
로 제공하는 판매 방식이다(이영지, 2019). 버
버리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밀레니얼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럭셔리 패션 브랜드 중 하나
인 버버리가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자상
거래에 도전하는 것은 온라인 판매와 한정판에 
열광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분석된다. 

  버버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시행
하고 있는 브랜드답게 IT 기업과도 지속적인 협업
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사들
에 의하면 버버리는 구글(Google)의 검색 기술을 
사용하여 <그림 6>과 같은 새로운 AR 쇼핑 툴을 
선보였다(James, 2020; Wong, 2020).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버버리의 일부 제품을 구글 
검색을 통하여 검색 시 AR 경험을 느낄 수 있기
에 이는 매장 내의 경험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
록 할 뿐 아니라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에게 더 나
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새로운 기술을 채택
하려는 브랜드의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은 애플(Apple)의 R 메시지(R message)라
는 다이렉트 메시지 플랫폼을 통하여 매장 직원
과 제품에 대하여 직접 대화하고 매장 방문 예약
을 잡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애플 페이(Apple 

pay)를 사용하는 앱을 통하여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보
다 온라인 경험을 선호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브랜드에게 있어 중요하며, 이처럼 버버리는 애플
과의 협력으로 고객들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
고 강력한 관계를 쌓는데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

을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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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럭셔리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

브랜드명 특징

루이비통

･ ‘여행’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지털 마케팅의 접목
  - SNS 마케팅(페이스북, 위챗)

  - 모바일 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24세브르닷컴, 온라인 게임)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마케팅(블록체인, AI 챗봇)

구찌

･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

  - SNS 마케팅(해시태그 마케팅)

  - AR 기술(캠페인 영상, 가상 피팅 서비스)

  - 온라인 단독 상품 강화

버버리

･ ‘디지털 미디어 컴퍼니’

  - 브랜드 고유 이미지와 디지털 마케팅의 조화
  - 전자상거래 전략(드롭)

  - IT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구글, 애플)

샤넬

･ ‘소셜 미디어 마케팅’ 선두주자 
  - SNS 마케팅(해시태그 마케팅)

  - 다각적인 동영상 컨텐츠(패션필름 컨텐츠, 다큐멘터리)

  - 파페치와의 협업

4) 샤넬

  앞서 분석된 자료들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샤넬은 다른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 비하여 디
지털 마케팅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인 인사이트풀
(Insightpool)에서 2017년도에 진행한 리서치에 따
르면 샤넬은 패션 브랜드 중 소셜 미디어 상 가장 
영향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Adobe Korea, 

2019).

  대표적인 예로 샤넬의 #CHANELTower 해시태
그 마케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샤넬의 2017/18 

F/W 패션쇼 무대에는 <그림 7>과 같이 에펠탑 모
형이 세워졌고 #CHANELTower 해시태그 마케팅
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유되어 밀
레니얼 세대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자신의 컨텐
츠에 해시태그를 추가하여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해시태그 마케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 상에서 샤넬이 보다 많
이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고(Gilliland, 2020) 

샤넬이 보여 준 마케팅 전략은 럭셔리 이미지
를 유지함과 동시에 온라인 확산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샤넬은 브랜드의 역사와 디지털 스케치 

및 동영상을 결합하여 브랜드력의 핵심을 보여
주는 생동감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
다. 샤넬은 인사이드 샤넬(Inside Chanel)이라
는 패션필름 컨텐츠를 통하여 브랜드의 역사 
및 전통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최근에는 OTT(over the top) 기업 최강자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샤넬의 2018 S/S 컬렉
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세븐 데이즈 아웃
(7 days out)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최원희, 2018). 이렇듯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
토리를 단순히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하여 선보이는 것은 분명 새로운 
소비자층인 밀레니얼 세대에 공감하고 소통하
고자하는 브랜드의 노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샤넬은 럭셔리 의류 전문 전자상거래업체인 파
페치(Farfetch)와의 파트너십으로 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Deng(2018)은 샤넬과 파페치의 
협력은 <그림 8>과 같이 고객 경험을 높이고 IT 

기술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브랜드 앱을 
통하여 개인화된 매장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디지털 서비스 개발
을 위한 공동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두 기업은 파트너십을 통하여 디지털 혁신을 일
으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질을 높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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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석된 결과를 정리하여 럭셔리 패션 브
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특징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중요시되고 있
는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하여 럭셔리 패션 브랜
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밝히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조사하고 이들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하여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디지
털 마케팅을 추구하며, 향후 주 소비층으로 떠
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구찌는 다른 브랜
드에 비하여 대담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감성적이고 개성적이며, 유행에 민감하고 
젊으며, 활동적인 이미지로 차별화되는 것을 발견
하였다. 하지만 구찌를 제외하고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가 8개의 형용사 쌍 가운
데 심플한 – 화려한 쌍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기에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밀레니얼 세대라
는 새로운 타겟 시장의 욕구를 맞추고자 디자인
과 마케팅을 포함한 전방위적 혁신을 이루고 있
지만, 아직까지는 구찌를 제외하고서는 럭셔리 패
션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특
성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각 브랜드별 사례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되었다. 우선,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주 고객
층을 밀레니얼 세대로 재정립하였다. 고객의 변
화는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도 변화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디지털을 수용하게 되었다. 

다음은 SNS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전파력과 파급력이 강한 SNS를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인
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며,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디지털 환경을 기반
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자 SNS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도 주요한 특
징 중 하나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는 오프라
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
며,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는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계획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브
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아
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서도 브랜드의 일관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토대로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된 럭셔
리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와 디지털 마케
팅 전략을 분석한 결과 구찌의 경우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찌
는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대중적이고 유행에 민감
하며, 젊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젊은 소비자들과 디지털을 매개로 적극
적으로 소통하고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에 적합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에 반해 버버리는 럭셔리 패션 브랜
드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시행
하고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보수적이고 클
래식하며, 성숙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버버리의 브
랜드 이미지와 버버리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게 있어 
적합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오프라인 채널의 연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은 브랜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매출과도 직결되는 중
요한 부분이다. 브랜드는 두 채널의 경계를 허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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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소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에 온라인 쇼핑을 확산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매
장에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해야 한다.

  둘째, AI 기술의 활용이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
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
하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곧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그러므로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맞춤형 서비
스에 VR과 AR 기술을 접목시킨 서비스가 함께 제
공된다면 보다 다양한 디지털 경험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승될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다. 럭셔리 패
션 브랜드에 있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중
요시되는 이유는 위조가 불가능하기에 자신들의 
디자인 소유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유통 과정의 투명
한 공개와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기에 브랜드의 인지도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럭셔리 패션 브랜드 중 일부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수집된 결과를 모든 럭
셔리 패션 브랜드에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신
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조사와 각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분석만
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이 브랜드 이미지에 끼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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