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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를 뒤흔든 COVID-19의 확산으로 팬데믹

이 지속되면서 인류의 삶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이어져 소비 심리

를 위축시켰고 심화된 경제 불황을 초래하였다. 아

직 팬데믹의 종식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전

문가가 포스트 팬데믹의 미래를 전망하는 가운데 이

를 비관하기보다는 극복을 위한 패션 산업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트렌드 분석가 리 에델코르트(Li Edelkoort)가 팬데

믹으로 ‘소비의 격리’가 일어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하였듯이, 유례없는 패션 시장 내 어

D2C(Direct-to-Consumer) 기반 루이비통 모바일 앱에 

나타난 뉴 럭셔리(New Luxury) 특성

김미경⋅임은혁*†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Characteristics of New Luxury in Louis Vuitton's D2C-Based 

Mobile Application

Mikyung Kim⋅Eunhyuk Yim*†

Graduate School of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April 14, 2021; Revised August 12, 2021; Accepted September 5, 2021

Abstract

In addition to direct sales to consumers, the direct-to-consumers (D2C) strategy, which provides speciali-

zed experiences and services, communicates closely with a consumer's perspective. This tendency is related to 

the recent trend wherein the luxury fashion system is being transformed into a new luxur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online D2C platforms and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new luxury 

from the functional, symbolic, and experiential dimension perspectives based on mobile apps, which is be-

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mong online D2C platform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premium of new

luxury fashion displayed in Louis Vuitton's mobile D2C platform in terms of product utility and functionality

is newly defined as a usable luxury experience. Moreover, from the heritage perspective, based on the cultural 

sympathy of the brand contents, we determine that an attachment can be formed between new luxury fashion 

consumers and brands. Additionally, the personalization service and experiential content on the D2C platform

can directly afford emotional and bonding induced brand immersion in a playfu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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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Fairs, 2020).

팬데믹은 패션 산업의 중심 체계가 온라인으로 전

환되는 양상을 가속화시켰다. 그동안 대면 중심의 리

테일링이 핵심이었던 패션 산업은 팬데믹의 장기화

로 오프라인이 계속 축소되면서 전례 없는 침체기를 

경험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시스템 구조에 상대적

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럭셔리 패션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온라인 시장의 급진적 확대와 디지

털 기술의 영향력은 이미 수년간 4차 산업혁명과 함

께 강조되어 왔으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은 성장을 위

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다. McKinsey & Com-

pany, PSFK, WGSN과 같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은 

현재 시장 환경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2021년 주요 리테일 키워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 D2C(Direct-to-Consumer)를 공통으로 꼽았으며, 

비대면 시대의 뉴노멀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피력했다(PSFK & Microsoft, 2020).

혁신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에 따라 근래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직영 온라인 

스토어를 선보이면서 전면 재배치된 D2C 유통으로 

디지털 커머스와 고객 경험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미국 고급 백화점의 상징이

었던 니만 마커스(Nieman Marcus)와 로드앤테일러

(Lord&Taylor)가 파산 신청한 반면에 까르띠에(Car-

tier), 에르메스(Hermès), 프라다(Prada) 등 다수 럭셔

리 패션 브랜드는 국내 직영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

며 온 · 오프라인의 양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악

화된 패션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온라인에서 오프

라인을 능가하는 특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직접 판매하는 

D2C 전략의 효용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Boston Consulting Group은 럭셔리 패션 브

랜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지려면 온라인 플랫폼 

중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하며, 브랜드의 경험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D2C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Bi-

anchi et al., 2020).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럭셔리 패션의 생태계가 기

존과 다른 ‘뉴 럭셔리’로 전환되는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 Merleau-Ponty(1945/2002)가 패션을 통해 개인

의 존재를 내면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

호작용하는 외부 세계와도 연결된다고 밝혔듯이, 패

션은 본질적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다. 다시 말해, 패션의 의미는 동시대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환

경이 패션과 럭셔리의 가치를 더욱 사회적으로 변모

하게 만들면서 뉴 럭셔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부상하

게 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럭셔리 패션 비즈니

스의 창의적 돌파구로 모바일 D2C 플랫폼의 미래 성

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성공적인 D2C 전

략을 위한 뉴 럭셔리의 특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뉴 럭셔리 패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뉴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제품추구혜택이 브랜드 충성도

와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영향(Choi, 2011), 뉴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속성과 소비 동기의 영향(Choi, 2014)

을 정량 분석으로 규명한 것과 같이 소비자 행동이 브

랜드에 작용하는 요인 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인류학을 토대로 통합적 

메타 이론을 적용해 뉴 럭셔리 패션을 고찰한 연구

(Jang, 2020)가 있다. 이처럼 패션 분야에서 뉴 럭셔리

의 새로운 개념을 밝힌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D2C

를 다룬 학술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뉴 럭셔리 

패션은 지속해서 변화하는 물리적, 사회적 현상을 반

영하는 흐름이기에 시대 상황에 따른 가치 실현의 특

성을 면밀하게 탐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

화하는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럭셔리 패션 산업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리테일 형태이자 고객 경험의 극대

화를 위한 전략인 온라인 D2C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

며, 이를 바탕으로 뉴 럭셔리의 특성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강조되고 있

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D2C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뉴 럭셔리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여 궁극적

으로 럭셔리 시장의 가치 창출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D2C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

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온라인 D2C 플랫폼 중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바일 앱에 집중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본고

에서의 D2C는 브랜딩 차원에서 브랜드의 세계관을 

고객과 밀접하게 공유하고 확장해가는 개념의 맥락

으로 바라보며, 이에 따라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 만

들어가는 독자적인 세계관의 접점으로서 D2C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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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뉴 럭셔리의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

을 하나의 브랜드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럭셔리 업계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도로 주

목받는 LVMH 그룹에서 모바일 네이티브 앱(native 

app)을 통한 D2C 전략 추진으로 지속적인 디지털 혁

신을 대표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는 

루이비통(Louis Vuitton)을 대상으로 하였다(Hoang, 

2019).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나타난 D2C의 

양상과 D2C 플랫폼 전략에 기여하는 모바일 앱 인터

페이스의 속성을 알아본다. 둘째, 디지털로 전환되

는 사회 문화적 흐름으로부터 변화한 뉴 럭셔리의 특

성에 관한 요인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하여 분석

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 셋째, 럭셔리 패션 브랜드 중 

루이비통의 모바일 D2C 앱에 나타난 사례를 바탕으

로 뉴 럭셔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로서 D2C 전략에 부합하

는 뉴 럭셔리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 연구

방법은 양적 데이터에 의한 분석 결과의 일반화가 아

닌,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별된 사례에 근거한 탐

구를 통해 심층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정성분석의 방

식을 택했다.

문헌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 시대에 나타난 D2C 경향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의 속성과 뉴 럭셔리의 개념 및 특성의 

요인을 고찰하고자 관련 전문서적, 연구논문 및 기사

를 참고하여 사례분석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앞서 밝혔듯이 루이비통의 D2C 

플랫폼인 모바일 앱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Interbrand 

(2020)가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20(Best Glo-

bal Brands 2020)’의 100개 브랜드에서 럭셔리 패션 브

랜드에 해당하는 루이비통, 샤넬(Chanel), 에르메스, 

구찌(Gucci), 디올(Dior), 버버리(Burberry), 프라다를 

살펴본 결과, D2C 플랫폼으로서 전자상거래의 목적

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럭셔리 패션 분야 내

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17위를 차지한 루이비통의 지

표에 근거하였다. 루이비통은 4개의 모바일 앱 ‘Louis 

Vuitton’, ‘Louis Vuitton City Guide’, ‘Louis Vuitton Con-

nect’, ‘Louis the Game’과 iPad에서만 사용 가능한 1개

의 앱 ‘Louis Vuitton 100 Trunks’를 출시했는데, 본 연

구에서는 D2C 전략을 펼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상

거래 기능을 가지고 있는 ‘Louis Vuitton’ 앱에 나타난 

사례로 국한하였다. ‘Louis Vuitton’ 앱은 2013년 네이

티브 앱으로 처음 출시한 후, 운영의 특성상 정기적인 

오류 수정과 향상된 신기술에 따른 기능 개발 관리에 

의해 지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배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 16일

에 업데이트된 앱 버전 5.14.1을 기준으로 삼았고, 사

례수집을 위한 모바일 기기 환경은 아이폰 11 프로의 

iOS 13.7 버전 및 한국어 설정으로 한정했다. 네이티

브 앱은 종종 iOS, Android의 운영 체제별로 각기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루이비통의 경우 일부 메뉴명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조와 기능으로 구축되어 아이폰 iOS를 기

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사례자료의 수집은 루이비통 모바일 앱에서 사용

자의 보편적인 이동 경로가 되는 상단의 글로벌 내비

게이션 바(Global Navigation Bar; GNB)에 속한 3개 항

목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탭 바(tap bar)에 위치한 5개

의 항목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순차적으로 항목마

다 이동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개별 제품 및 콘텐츠

를 각각의 사례로 하여 총 제품 197개, 콘텐츠 126개를 

추출했다. 모바일 앱을 구성하는 인터페이스 또한 뉴 

럭셔리를 담아내는 D2C 전략의 핵심 요인이므로 본 

연구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이와 같이 추출한 사례를 문헌연구에서 정립한 

이론적 틀에 따라 배치하여 함의하는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였고, 분석의 과정에서 루이비통의 고유한 브

랜드 가치와 이에 관한 온라인 기사, 보도자료의 내용

을 참고해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본 연구

는 단일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사례로 제한함으로써 

대상의 범위가 비교적 좁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는 고

객에게 브랜드의 독자적 경험을 정교하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발판의 역할로 D2C를 활용하고 있는 뉴 럭

셔리 패션 브랜드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

해 개별 브랜드가 지닌 헤리티지가 투영된 세계관에 

비추어 탐구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5, 2021

– 744 –

II. 이론적배경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D2C

4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의 재편과 기업의 고도화된 

성장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디지털 기술이 만들

어낸 무한한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기술을 활용해 기

업의 성과와 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Westerman et al., 

2011). 더욱이 과열된 시장 경제와 COVID-19와 같은 

사회적 변수의 대응 방안으로 강력하게 부상한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의 혁신에 풍부한 기

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선

행조건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하여 IBM은 디지털

과 물리적 요소를 응집력 있게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

델의 성공적 전환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적 

활동으로 보았고, IDC는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 고객 

경험, 가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

하는 것이라 하였다(Berman & Bell, 2011;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 2020).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을 통해 유의미한 기업 성과가 나타난 결과, 

오늘날 럭셔리 패션 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서 더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

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다방면에서 변화

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은 럭셔리 패션 산업

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의적 해결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

강현실, 가상현실,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그동안 럭셔리 패션 업계가 행해

온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에 의한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적인 뉴 럭셔리의 

경험과 가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 자체의 우수성보

다는 기술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전략적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즉, 첨단 기

술을 신속하게 도입한 것만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이라 할 수 없으며, 막연한 기술 수용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의 진정한 가치는 기업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

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에 성공

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제로 요구되

는 디지털 역량에 대하여 Kim et al.(2017)은 고객 경

험 창출 역량, 핵심 운영 역량, 비즈니스 모델의 재창

조 역량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고객 경험 창출 역량

과 연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이 D2C이다.

D2C는 제조업체가 전통적인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

고 직영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

식으로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리테일 전략이다. D2C

를 통해 기업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형성

해 정확한 니즈에 따른 제품을 출시하고, 브랜드 아

이덴티티를 강화한 콘텐츠와 서비스로 팬층을 확보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직접 거래 구조에 의해 유통에 

관련된 수수료와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가 용이해졌다(CB Insights, 2020). 소비자는 기업의 직

영 채널을 이용하면서 합리적 구매와 차별적 혜택에 

대한 신뢰를 보장받으며, 브랜드에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활동의 폭이 넓어져 높은 편의성과 정서적 만

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D2C의 확산은 최근 패션 산업에 있어서 중

요한 흐름 중 하나이다. 패션 유통에서 홀세일(whole-

sale)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소비의 축이 오프라인에

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D2C 강화를 위한 전략 모

색이 주요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난 MZ세대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

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 맺음으로 이색적인 경험과 가

치 충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인 성공 사례로 나이키(Nike)는 D2C에 집중하기 위해 

2019년 11월 아마존 철수를 공표한 후, 2020년을 기준

으로 전년 대비 디지털 채널 매출이 82% 상승하였고, 

나이키 모바일 앱 사용자는 150% 증가한 수치를 기

록했다(Han, 2020). 이와 같은 성과는 D2C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긴밀한 고

객 경험을 제공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밀집시켰다

는 평을 받으며, 패션 업계가 참고할만한 D2C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디지털을 주축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 또한 D2C에 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

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주요 판매채널이었던 백

화점의 매출 점유율이 대폭 축소된 것에 반하여 전자

상거래로 이동한 비율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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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 이러한 D2C로의 전환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D2C의 전

략적 특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중앙 집권 구조의 D2C는 패션 기업 및 브랜

드가 직접 모든 유통과 판매의 과정을 관리하기에 불

필요한 자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 

증대에 효과적이다. D2C 이전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

는 ‘파페치(Farfetch)’, ‘매치스패션(Matchesfashion)’, 

‘네타포르테(Net-a-Porter)’와 같은 인지도 높은 외부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자체 

판매채널로 자립적인 수익 구조를 통한 시장 내 주도

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2C를 통해 브랜

드는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수립된 목표에 맞춰 

가공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철저

한 브랜드 및 상품을 관리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고객 전략을 투입해 우위 선점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D2C는 고객 경험 중심으로 소비자와의 밀접

한 관계가 강화되는 기회를 마련한다. D2C 모델은 실

질적 혜택에서부터 정서적 부가가치의 측면까지 다방

면으로 고객 경험에 깊숙이 침투한다(Calafell, 2020). 

이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D2C를 통해 전 세계 소비

자와의 접점이 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제어

하면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D2C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시의적

절하게 대응하여 브랜드 고유의 흥미와 만족도를 이

끌어낸다(Adobe Korea, 2020).

셋째, D2C의 핵심은 디지털이며, 모바일에 특화된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가 D2C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다. D2C는 온라인에서 출발하여 옴니채널을 통해 전

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플랫폼이 디지털로부

터 연계된다(Calafell, 2020). 그 중에서도 근래에 들어 

전자상거래의 축이 웹 기반 환경에서 모바일로 이동

함에 따라 D2C에 활용되는 모든 서비스 인프라는 스

마트폰 앱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럭셔

리 패션 브랜드는 기술적 ·감성적 가치를 투영한 브

랜드 콘텐츠를 구현함에 있어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최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

IBM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의 변혁이 

나타난 주요 요인으로 모바일 장치의 급증을 꼽았다

(Berman & Bell, 2011). 구글(Google)의 회장인 에릭 슈

미트(Eric Schmidt)는 2010년에 ‘Mobile First’의 새 

시대를 전망한 것에 이어, 2014년 모바일만으로 가능

한 ‘Mobile Only’로 향하는 미래를 강조하였다(Wong, 

2014). 이러한 견해는 공통적으로 스마트폰이 대중에

게 널리 보급되면서 모바일 전용에 특화된 시장이 더

욱 중요하게 부각됨을 시사한다. 이에 슈미트가 갈수

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것으로 추

정했듯이, 오늘날 디지털 디바이스가 모바일 중심으

로 빠르게 개편되면서 현대인들의 앱 활용은 일상화

되고 있다.

모바일 앱은 디바이스의 사용 환경적 특성에 따라 

크게 웹앱(web 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네이

티브 앱으로 구분된다. 웹앱은 데스크톱 컴퓨터에 기

반을 둔 웹 기술을 적용하여 디바이스의 종류에 관계

없이 사용자 환경을 구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렴한 구축비용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느리고, 모바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스

마트폰의 기능 활용이 제한적이며, 네이티브 앱에 비

해 직관성 및 상호작용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다

(Lee, 2019). 하이브리드 앱은 HTML(Hypertext Mark-

up Language), CSS(Cascading Style Sheets), 자바스크

립트 등의 사용이 가능하여 웹 표준 기술에 따른 기

본 기능을 구현하되, 모바일 운영 체제에 맞는 다운

로드형 모바일 앱의 접속방식을 취하여 절충형이라 

불린다(Cho et al., 2013). 일부 기능적 제한은 있으나 

네이티브 앱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웹앱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선호하는 추세이다. 네이티브 

앱은 iOS, Android와 같이 각기 다른 모바일 디바이

스별 임베디드 운영 체제에 적합한 언어로 별도 개발

하여 가장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뛰어난 성능으로 빠른 속도의 반

응성과 직관적인 사용성이 장점인 반면, 동일한 기능

이더라도 개별 플랫폼에 맞춰 디바이스별 언어와 환

경으로 구축해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Cho 

et al.,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 앱은 모바

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스마트폰 고유의 기능 

탑재 및 안정적 활용이 가능하고, 유연한 대응을 통

한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실현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패션 산업에서 자본력을 갖춘 럭셔리 패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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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바일 앱은 대부분 운영 체제별로 개별 구축하는 

방식의 네이티브 앱으로 제작되었다. 그 이유로 최

첨단 기술을 적용한 독자적인 서비스 경험 및 브랜드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배포하려면 네이티브 앱의 스

마트폰 특화형 개발 환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 앱은 2008년 샤넬의 최초 

출시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브랜드에 관한 정보 전달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커머스 기능이 결

합된 D2C 형태로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은 접근이 용이한 소형 기기로서 장치의 자

유로운 이동성(mobility)이 가장 큰 특징인 반면에 컴

퓨터보다 작고 제한된 화면 안에서 극대화된 정보와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물리적 한계를 지닌

다(Tarasewich, 2003). 그러므로 사용자 관점에서 모

바일 환경이 가지는 고유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모바일 상거래(m-commerce) 

앱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3. 뉴 럭셔리로의 변화

Dubois and Duquesne(1993)이 럭셔리를 고가의 희

소성으로 규정했듯이, 역사적으로 패션에서의 럭셔

리는 최고 수준의 고급이자 고품질을 상징하며 상류

계층의 부와 권위의 과시를 위한 사치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Hirschman, 1988; Vigneron & Johnson, 

1999). 이는 소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이 스

스로 다른 사회계층과 분리하고 우월한 사회적 지위

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높은 희소가치의 제품

을 선택하는 행위를 패션의 소비라 주장한 것과 일

맥상통한다. 이에 Heine(2010)와 Jackson(2004)은 럭

셔리 제품의 핵심 특징으로 뛰어난 품질, 높은 가격, 

수공예, 장인정신, 상징적 이미지와 신분, 기능을 넘

어선 가치를 형성하는 독점성을 꼽았다. 이를 토대

로 럭셔리의 요건은 고가격의 최고급, 희소한 프리

미엄, 전통적 장인정신, 명성과 지위의 상징, 자기존

재의 과시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럭셔리는 제품, 서비스, 라이프스타일을 비롯해 정

체성, 철학 등의 문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기에 시

대적 사회상과 맥락에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Okon-

kwo, 2009). 이에 따라 럭셔리의 개념은 그동안 사회

적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과

거 세습화된 계급사회의 질서 속에서 중세시대의 럭

셔리는 소수의 상류계층만이 취할 수 있었던 독점적

인 과시와 욕망의 기표였으나, 이는 더이상 오늘날 럭

셔리의 개념적 정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21세기에 이

르러 새로운 럭셔리의 개념을 주장한 Silverstein et al. 

(2008)은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 오래된 럭셔리 브랜

드의 확장, 대중적 명성의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럭셔리의 통념이 붕괴되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자

면 현대사회로의 변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산층의 

증가 및 재력을 가진 다양한 소비 집단의 등장으로 

럭셔리의 다면적 변화가 요구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에 의해 럭셔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

연스럽게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뉴미디어

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문

화적 경험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럭셔리에 관한 정

의가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더욱이 근래 럭셔리의 의미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또 다른 뉴 럭셔리라 불리는 신개념으로 논

의된다. 뉴 럭셔리 패션의 구심점으로 디지털을 비

롯한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를 꼽을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온라인 중심 구조로 거시적 

전환을 거치면서 럭셔리 패션 산업의 근간이 뒤바뀌

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은 누구나 이

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여 폐쇄적인 

성격을 가졌던 전통적인 럭셔리의 개념을 무너뜨리

는 데 일조한다. 그리하여 뉴 럭셔리는 다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폭넓은 포용으로 다채로운 취향과 

가치를 수렴하면서 세분화된 소비 집단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 더불어 인구 통계, 소득 구조, 소비 욕구의 

사회적 변화가 더해져 뉴 럭셔리 시장의 성장이 다각

화되었다(Choi, 2011). 특히 패션 시장의 신흥 소비 강

자로 부상한 1980년대~2000년대 디지털 태생의 MZ

세대의 파급력은 뉴 럭셔리 패션의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MZ세대를 포함하여 럭

셔리 소비의 약 80%가 디지털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는 Deloitte Insights의 2021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보

고서의 조사 결과로 볼 때, 디지털 환경은 뉴 럭셔리 

패션의 주요 소비 집단이 원하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Singhaia et al., 2020).

이처럼 뉴 럭셔리 패션이 새로운 개념과 특성을 형

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존과 다른 차별적 특성

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럭셔리 패션이 지닌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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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선

행연구로 Fionda and Moore(2009)는 럭셔리 패션 브

랜드의 성공과 일관된 유지를 위해 필요한 9가지 속

성을 도출하였는데, 그 속성으로 명확한 브랜드 아이

덴티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제품의 고결성(product 

integrity), 브랜드 시그니처, 프리미엄 가격, 고급화(ex-

clusivity), 헤리티지, 럭셔리한 환경과 경험, 문화를 제

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뉴 럭셔리의 학술적 개념을 살펴보면, 

Silverstein et al.(2008)은 뉴 럭셔리의 새로운 철학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 형성으

로부터 영감의 원천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

로 디자인과 기술에서 우수한 기능적 성능을 통해 프

리미엄의 의미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기능적 

이점이 브랜드 가치 및 기업 정신과 결합해 소비자를 

감성적으로 끌어들이면서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 럭셔리의 소비 차원에서 접근한 Choi(2011)

는 뉴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기대하

는 소비자 편익에 대해 제품이 가진 속성에 따른 기

능적 편익, 타인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상징적 편익, 

개인이 느끼는 감성적 자극에 의한 경험적 편익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Silverstein et al.(2008)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또한 Choi(2014)의 후속연구

에서는 뉴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5가지 소비 동기로 

자기만족 및 자기존중, 사회적 과시, 유행동조, 제품

효용, 자기표현을 꼽았다. Batat(2019)는 뉴 럭셔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있어서 경험을 통한 정서적 가치

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Ryu and Zhang(2019)은 쾌락

적 가치가 구매 열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뉴 럭셔리에서 브랜드와 

소비자의 감성적 관계 형성과 가치 실현에 미치는 주

요 요인은 Silverstein et al.(2008)과 Choi(2011)의 연

구를 바탕으로 크게 제품이 주는 프리미엄의 기능적 

차원, 헤리티지의 사회적 인정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상징적 차원, 감성적 자기만족을 위한 경험적 차원

의 3가지 가치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뉴 럭셔리의 특

성이 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세

부 요인을 브랜드와 소비자의 측면에서 각각 나누어 

본다면 Fionda and Moore(2009)가 제시한 럭셔리 패

션 브랜드의 9가지 속성과 Choi(2014)가 추출한 럭셔

리 패션 브랜드의 소비자가 추구하는 5가지 동기를 

대입할 수 있다. 먼저, 기능적 차원은 럭셔리 제품의 

차별적 우수성에 관한 것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속성 중 한정된 럭셔리의 포지셔닝을 지속할 수 있도

록 제품 및 제품을 둘러싼 서비스와 연관된 당위성을 

확보하는 제품의 고결성, 프리미엄 가격, 고급화, 럭

셔리한 환경과 경험이 해당되며, 이는 제품효용의 소

비 동기를 자극한다. 다음으로, 상징적 차원은 자신

을 과시하고 사회 구성원의 반응에 민감한 타인 중심

의 의미를 표출하므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지닌 

사회 문화적 영향력의 원천이 되는 명확한 브랜드 아

이덴티티, 브랜드 시그니처, 헤리티지의 브랜드 속성

과 이로부터 소비자가 기대하게 되는 사회적 과시, 유

행동조의 소비 동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경험

적 차원은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른 자기중심적 

특성이 나타남에 따라 브랜드와 소비자 간 관계에 밀

접하게 작용하는 서비스 경험 측면에서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럭셔리한 제품과 경험, 문화의 럭셔리 패

션 브랜드 속성과 자기만족 및 자기존중, 자기표현

의 소비 동기가 관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뉴 럭셔리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례분석의 이론적 틀을 도출한 과정을 정리해

보면 <Fig. 1>과 같다.

 

III. 루이비통의모바일 D2C앱에나타난

뉴럭셔리의특성분석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D2C 전략에 연관된 뉴 럭셔리의 가치를 기능적, 상

징적, 경험적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

별 사례를 배치해 분석을 통한 세부 특성을 도출하였

다. 본 연구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감성적 관계에 기

인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패션 분야에서 뉴 럭셔리

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공통된 특성을 대표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기능적 차원: 프리미엄의 새로운 정의

럭셔리의 개념이 차별될 수 있는 제품효용 추구의 

프리미엄 가치는 기능적 차원에서 럭셔리한 환경과 

경험, 고급화, 제품의 고결성, 프리미엄 가격의 특성

을 포괄한다(Fionda & Moore, 2009). 이를 바탕으로 

뉴 럭셔리의 기능적 특성은 프리미엄의 의미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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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의하면서 나타나는 혁신적인 활동으로부터 이

해할 수 있다. 뉴 럭셔리는 전통적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취해온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의 프리

미엄을 부정한다. 높은 가격대와 품질, 한정된 생산

량, 특유의 고급스러움으로 독점적 특권이자 사치품

으로 여겨져 왔던 럭셔리 제품의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오늘날 뉴 럭셔리를 지지하는 소비

자들에 의해 프리미엄이 함축하는 가치와 표현방식

이 재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Batat, 2019). 특히 모바

일 D2C 앱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뉴 럭셔리 패션은 

온라인에서만 독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프

리미엄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먼저, Fionda and Moore(2009)는 럭셔리한 경험과 

환경의 구성 요소로 세계적으로 통제되는 유통, 우

수한 서비스, 독특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꼽았는데, 

이러한 요소의 실질적인 구현 사례가 뉴 럭셔리의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달라지고 있다. 루이비통

은 소비자 경험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통채널이자 모

바일 D2C 플랫폼으로서 네이티브 앱을 선택해, 평균 

2주~1개월 단위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티브 앱은 구축과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각각 OS(Operating System)별로 기술 개발 및 

배포가 이루어져야하므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상

당한 비용이 투입된다. 즉, 네이티브 앱을 D2C 플랫

폼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

을 상징하며, 이는 뉴 럭셔리의 프리미엄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네이티브 앱의 사례를 보면 규모의 자본을 실현하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 집중되어 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오프라인에서의 프리미엄 

환경은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보고 만져보며 느끼는 

시각적·촉각적 인지, 고급스러운 공간 이미지 등과 

같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노출된 자극에 의해 전달된

다. 그 반면 온라인에서는 직접 제품을 마주하지 않

더라도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가상의 환경

에 특화된 뉴 럭셔리 패션의 색다른 표현과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한다. 이에 루이비통의 D2C 앱은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토대로 시각적 감각과 지각된 

편의성을 전제로 하는 럭셔리한 환경과 경험을 심미

적으로 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루이비통은 1단, 

2단 그리드의 반복을 통한 간결한 레이아웃(layout), 

터치 제스처(gesture)에 적합한 큰 사이즈의 개별 영

역, 무채색 중심의 색, 로고타입(logotype)과 유사한 

산세리프(san-serif) 서체를 사용하여 미니멀한 기조

Feature

Fionda and Moore 
(2009)

Value 

 Silverstein et al. (2008), 

Choi (2011)

Motivation

Choi 
(2014)

Clear 

Brand Identity
Functional Value 

Self-Satisfaction and 

Self-Esteem

Marketing 

Communications
Symbolic Value 

Social

Conspicuousness

Product 

Integrity
Experiential Value  

Following 

Tendency

Brand 

Signature

Product

Utility

Premium 

Price

Self 

Communication

Exclusivity

Heritage

Luxury Environment 

and Experience

Culture
 

Fig. 1. 3 Values of new lux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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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루이비통의 철학이 투영된 

하이엔드 콘텐츠의 이미지를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2). 이와 같은 방식은 한정된 작은 

화면 안에서 탑다운 인터랙션(top-down interaction)

으로 빠른 동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바일 장치의 제

한적 특성 때문에 소비자가 각별한 집중과 주의를 기

울이지 않더라도 루이비통이 지닌 프리미엄의 이미

지를 직관적으로 각인하기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편의 시스템인 간편 

결제, 전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연동을 

통한 실시간 재고 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실제 모델이 

착용한 모습을 360도 촬영한 착장 영상, AR 미디어 

콘텐츠와 같이 디지털 기술에 의한 미적 자극은 인상

적인 온라인 쇼핑 경험을 형성하고 소비자의 인지 능

력을 향상시켜 판매효율의 상승에 이점이 있다(Ya-

blonski, 2020). 물론 이러한 기능적 특성은 패션 브랜

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특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경우 고가의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정보와 구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시 

제기되고 있으므로 브랜드마다 차별된 기술적 진보

로 소비자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기

울인다. 루이비통의 경우, 모기업인 LVMH 그룹이 

보유한 e-랩(e-Lab)과 해마다 신생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LVMH 혁신 어워드(Innovation Award)의 독

자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받아 서비스 경험의 고도화

를 실현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미래의 고객 경험 

향상에 특화된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을 향한 의지와 비전을 밝혔다(LVMH, 2021). 대표적

인 예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구조로 빠르고 쉬운 구

매 시스템을 연구하는 ‘Poloriz’, 3D 이미지와 AR 커

머스 기술을 개발하는 ‘Threekit’,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360도 이미지 확대와 가상 이미지의 현실적

인 움직임을 개선하려는 ‘Ordre’ 등 스타트업을 발굴

하는 LVMH와 함께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루이비통 D2C 앱은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모바일의 동적인 다중 사용성에 대비하면서 뉴 

럭셔리 소비자들의 쇼핑 행동과 편의성에 기반을 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였다. 감각을 활용한 디지털의 

심미적 자극은 루이비통의 철학이 담긴 개성과 정체

성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빠르게 이

끌어 앱에 머무르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뉴 럭셔리 패션의 프리미엄은 온라

인에 최적화된 표현방식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연출 및 재

현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럭셔리한 경험에서 오는 뉴 럭셔리의 고

급화는 럭셔리의 포지셔닝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독

자적인 서비스의 품격과 연결된다. 루이비통은 럭셔

리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뉴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을 

위해 구매 이후에도 연계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앱 서비스로 프리미엄의 가치를 전달하였다. 2017년 

스마트워치인 땅부르 호라이즈 워치(Tambour Hori-

zon Watch) 1세대의 출시 이후, 루이비통은 새로운 기

술을 탑재한 디지털 기기를 계속 선보이고 있다. 이

러한 루이비통의 디지털 패션 제품은 공통적으로 모

바일 앱과 페어링하여 개별 관리된다. 앱 하단의 내

비게이션 바에 위치한 ‘연결’ 메뉴를 통해 보유한 제

품과 직접 QR 코드 스캔 또는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

동하면 이색 서비스를 포함해 각각의 제품에 관한 감

각적인 영상과 온라인 튜토리얼(tutorial)을 접할 수 

있다. 그 예로, 한정판 트래블 아이템인 키폴 라이트 

업(Keepall Light Up) 가방은 앱으로 외관의 모노그램 

컬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땅부르 호라이

즌 워치는 기차, 항공, 호텔 예약 관련 여행 정보와 시

티가이드가 스마트폰으로 동기화되며, 러기지(lug-

gage)는 페어링 후 공항 내 위치 추적을 비롯해 지난 

위치 검색 및 상태에 대한 알림 제공이 가능하다(Fig. 

Fig. 2. Main page.

Captured by author from ‘Louis Vuitton’ app 

(2021, Februar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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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 모바일 D2C 앱을 통한 디지털 패션 제품의 

정기적인 최신 기술 업데이트는 루이비통만의 프리

미엄의 혁신성을 유지시켜주면서 소비자와의 관계

를 지속하게 한다. 이는 온라인 특유의 럭셔리한 기

술적 경험의 연속성에 따른 긍정적 인식이 심어져 브

랜드에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 럭셔리 패션 제품의 고결성, 프리미

엄 가격은 한정적이고 독점적인 범위에서 실현되며, 

뉴 럭셔리 소비자들은 새롭고 희소한 제품이 주는 프

리미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선호를 보인다. 즉, 여

기서 뉴 럭셔리가 지닌 희소의 의미는 프리미엄 가격

에 상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독점적이어야 하

며, 남다른 차별점이 존재해야하는 것이다. 일례로, 

루이비통 D2C 앱의 첫 진입 화면인 메인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기획전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내용

으로 교체되면서 이전 히스토리는 사라진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특정 기획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희소성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재촉하게 된

다. 뉴 럭셔리의 희소가치는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독점(exclusive) 제품으로 효과가 극대화되기도 한

다. 특히 루이비통 D2C 앱은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이기에 단독 판매의 기회를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

다. 대표적 예로, 2019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와 협업한 캡슐 컬렉션은 한정판으로 온라

인 스토어에서 선주문 방식으로 판매되었고, 2021년

에는 이지 파우치(Easy Pouch) 라인에 이어 여름 컬

렉션을 온라인을 통해 단독적으로 선(先)런칭하여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Fig. 4). 이렇게 D2C 앱에서

만 접할 수 있는 한정된 재화와 환경으로부터 소비자

에게 전하는 희귀성은 브랜드의 전략적 의도로 뉴 럭

셔리가 가지는 프리미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 독점하여 제공되는 루이비

통의 제품 및 서비스의 희소성은 D2C 플랫폼으로서 

루이비통 모바일 앱의 경쟁력 확보에 득이 된다. 결국 

제품효용의 기능적 차원에서 Silverstein et al.(2008)

이 제시한 디자인과 기술의 이점을 충족하는 희소성

은 뉴 럭셔리의 프리미엄이며, 뉴 럭셔리 패션 소비

자들에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당위성을 부여한다.

 

2. 상징적 차원: 문화적 공감을 통한 애착

뉴 럭셔리의 상징적 차원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브

랜드 로열티와 브랜드가 상징하는 이미지의 영향력

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징적 특성은 명확한 브랜드 아

이덴티티, 브랜드 시그니처, 헤리티지와 연계하여 살

펴볼 수 있다(Fionda & Moore, 2009). 뉴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타인에게 표현

하기 위해 패션을 상징적으로 소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맥락에 동일화하거나 새로

운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뉴 럭셔리 패

션 제품의 구매 동기는 특정 제품의 선호뿐만 아니라, 

브랜드 문화와의 친밀한 애착관계에 우선되기도 한

다(Granot et al., 2013). 따라서 브랜드의 입장에서 볼 

때, 뉴 럭셔리는 진정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공유해 

Fig. 3. Connect.

Captured by author from ‘Louis Vuitton’ app 

(2021, February 10).

                           
Fig. 4. Online exclusive.

Captured by author from ‘Louis Vuitton’ app 

(2021, February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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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의 동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공감에 

의한 애착을 이끌어내어 구매를 유도하는 D2C의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루이비통은 내비게이션 바의 ‘Magazine’ 메뉴에서 

통합적으로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콘텐

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는 

버버리의 ‘Discover’처럼 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앱

에서도 일부 발견할 수 있는데, 브랜드마다 강조하

는 콘텐츠의 구성과 방향에 따라 별도의 메뉴로 제시

하거나 메인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노출하는 형태를 

취한다. 루이비통에서 나타난 주요 콘텐츠의 방향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렴한 트렌드 및 스타일에 관

한 ‘최신 뉴스, 패션, 셀리브리티’와 브랜드의 헤리

티지를 담아낸 ‘트래블, 예술과 문화, 메종, 지속가

능성’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전자의 경우,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시그니처 제품을 중심으로 루

이비통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의 아

카이브를 만나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8년 루이

비통 남성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버질 아블로

(Virgil Abloh)가 발탁된 이후, 그가 제시하는 인종 차

별의 편견과 전형적인 경계를 허무는 다양성의 포용

에 관한 뉴 럭셔리의 비전이 담긴 패션에 관한 콘텐

츠가 다채롭게 제공되었다. 후자의 경우, 럭셔리 패

션 브랜드가 지닌 장인정신의 전통을 담아내고 윤리

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트래블, 예술과 문화, 메종, 

지속가능성’에 관한 콘텐츠로 구성되며, 이는 브랜

드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제 뉴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은 스스로 타당하다고 판단되

는 브랜드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므로 상징

적으로 브랜드 세계관을 호소하고 열망을 불러일으

키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Jang, 2020). 루이비통의 헤

리티지는 여행과 예술에 관한 스토리텔링으로 브랜

드의 DNA와 역사적 유산의 의미를 강조한다. 브랜

드 철학의 연장으로 ‘트래블’에서는 루이비통의 명성

의 시작점인 트렁크(trunk)에 관한 소식 및 Louis Vui-

tton City Guide’ 앱과 연계해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다. ‘예술과 문화’는 루이비통의 예술적 비전을 보여

주는 활동들을 소개하여 뉴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의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메종’은 루이비통

이 계승해오고 있는 장인정신을 비롯해 사회 공헌 프

로젝트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니

세프(Unicef)와의 ‘#MAKEAPROMISE’ 캠페인은 재

활용 소재로 만든 ‘실버 락킷(Silver Lockit)’ 팔찌와 

‘루이 두두(Doudou Louis)’ 테디 베어 인형을 루이비

통 스토어에서만 단독 출시하여 판매금액의 일부가 

자동 후원되도록 하였고, 2016년 파트너쉽 체결 이후 

5년 동안 약 145억 원의 금액을 모금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Fig. 5). ‘지속가능성’에

서는 사회적 책임 실현의 제품공정, 기후 변화, 지역 

사회 지원, 다양성과 포용력 등에 대한 루이비통의 가

치관과 사회 공헌의 의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루이비통의 D2C 콘텐츠는 의식적인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뉴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부합하여 연대감의 형성에 기여한다. 루이

Fig. 5. Maison.

Captured by author from ‘Louis Vuitton’ app (2021, Februar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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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은 지속 가능한 윤리적 메시지로 문화적 영향력

을 발휘하였고, 소비자들은 구매 행동을 통해 브랜드 

문화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소신을 가시적으

로 표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루이비통의 헤리티지

를 투영한 콘텐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D2C 앱

에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타 럭셔리 패션 브랜드

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

고 모바일의 제한적 인터페이스 안에서 나열하는 방

식의 구조로 제시됨에 따라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에 

비하여 독창적인 표현이 부족했고, 콘텐츠마다 하단 

영역에서 관련 제품을 상호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

졌으나 유기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루

이비통이 제시한 D2C 콘텐츠의 전달방식이 일부 단

점을 가지고 있지만, 뉴 럭셔리의 매력과 신뢰는 사회

적 의미와 동조로부터 이루어지며 단순히 제품의 우

수성뿐만 아니라 브랜드에서 줄 수 있는 문화적 이미

지로부터 애착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상징적 가치가 

수반되어야 성공적인 D2C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다.

 

3. 경험적 차원: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 향유

뉴 럭셔리에서의 가치는 개개인의 소비자마다 추

구하는 경험에 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뉴 럭셔리의 

경험적 차원의 특성은 문화에서부터 출발하여 럭셔

리한 경험을 생성하며, 이는 리테일 채널인 D2C 플

랫폼에서 볼 때 브랜드만의 고객 서비스와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의 일부로 활용되는 사례로부터 발견된

다(Batat, 2019; Fionda & Moore, 2009). 뉴 럭셔리의 

소비에는 과시적 행동에 앞서 자신의 신념 혹은 취향

에 부합하는 경험에 대한 자기만족 여부가 크게 작용

한다. 과거 패션의 공통된 관심과 유행이 패션 리더 

집단을 중심으로 하향 전파되었던 것과 달리, 뉴 럭

셔리 패션은 개인화된 가치에 의해 성립되며 소비자

의 자기표현 욕구가 소비 문화의 강력한 힘을 형성하

기도 한다. 즉, 소비자 자신이 중심이 되어 뉴 럭셔리

를 새롭게 개념화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이러한 뉴 럭

셔리의 경험적 특성으로 본다면 모바일은 휴대용 소

형 디바이스로 본래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개인화된 

기기이므로,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에 따른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D2C 플랫폼으로서 브랜드 모바일 

앱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루이비통의 D2C 앱에 나타난 뉴 럭셔리의 경험적 

특성은 크게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개인화된 서비스

에 의한 정서적 경험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들

어내는 쾌락적 경험으로 나누어진다. 개인 취향 기반

의 추천 서비스는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Yim et al., 

2019). 이에 루이비통은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직

접 촬영하거나 기존 모바일에 저장된 사진을 불러오

면 유사한 디자인의 루이비통 제품을 추천해주는 이

미지 검색 기능인 ‘LV 파인더(LV Finder)’를 선보였

다(Fig. 6). 이와 같은 서비스는 추천 제품과 실제 소비

자 취향 사이의 일치 여부가 중요한데, ‘LV 파인더’

는 소비자가 촬영한 기초 데이터를 인식하여 알고리

즘 분석 기반의 추천방식을 택해 오차를 줄였다. 이

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선호하는 뉴 럭셔리 패션 소

Fig. 6. LV Finder.

Captured by author from ‘Louis Vuitton’ app (2021, Februar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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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사진 촬

영만으로 기호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닌다. 시각적 검색 기능은 모바일 앱 환경에

서 최적화되며, 신속하고 직관적인 검색으로 쇼핑의 

이동 동선을 단축시킴에 따라 이탈률 감소 및 구매 

증대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My LV’는 루이

비통 앱에서의 구매 내역과 개별 활동에 대한 맞춤 

서비스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보

호와 쇼핑 여정에 따른 데이터 히스토리의 축적을 위

해 로그인(login) 기반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인 하위 

메뉴는 ‘나의 주문 기록, 위시리스트, 제품 케어 서비

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매 활동과 연계하여 유용

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 ‘My LV’를 통해 온라인

에서 구매 후 상시로 관리받을 수 있는 개인적 공간

을 마련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밀접한 신뢰관계를 지

속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루이비

통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CRM(Customer Relation-

ship Management)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직접 소

통할 수 있는 접점을 다각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전통

적인 럭셔리의 폐쇄적 성격을 뉴 럭셔리의 대중화로 

바꾸어 놓으면서 온라인 쇼핑 경험 관리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톡(Kakaotalk) 플

랫폼에 연계된 챗봇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솔루션, 루

이비통 앱의 알림 서비스(app push)와 카카오톡 메시

지 발송 서비스 등 멀티채널을 활용해 고객과의 밀접

한 관계 유지를 지향하며, 브랜드의 신규 소식 및 혜

택을 꾸준히 전달하여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앱 사

용의 빈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챗봇과 같이 

일부 정해진 데이터에 대한 일률적인 소통에 대한 한

계점, 개인의 행동과 선호를 유추하는 기술적 과정

에서의 부정확성 등 소비자의 정서적 유대 형성을 저

해할만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동반되

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

임에도 뉴 럭셔리 브랜드의 D2C 앱에서 중요하게 여

겨지는 이유는 고객의 모든 활동 데이터를 자체적으

로 수집하고 축적함에 따라 추후 필요와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전략적으로 고객 경험 증대에 활용하기 위

함이다. 고도의 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데이터가 선행조건이며, 루이비통을 비롯한 

다수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마련한 데이

터를 오프라인 서비스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온·오

프라인의 데이터 통합을 통한 유연한 고객 경험을 모

색하고 있다. 이에 루이비통 앱은 맞춤형 쇼핑 경험

을 즐길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서 개인화된 편의 서

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루이비통이 공식 D2C 플랫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직

접 운영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화의 정

확도를 높여 뉴 럭셔리 소비자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온라

인 유통의 진입 장벽이 높을 것이라는 다수의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이비통은 D2C를 

통하여 확실한 신뢰를 보증하는 맞춤형 개별 서비스 

경험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자기만족

을 중시하는 뉴 럭셔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구매로 연결되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루이

비통의 의도가 담겨있다.

한편, 뉴 럭셔리의 개인화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관

여하며 자기추구의 수단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Cristini et al., 2017). 카카

오 계정과 함께 출시한 ‘나만의 루이비통 월페이퍼 

완성하기’ 앱 콘텐츠는 브랜드 시그니처인 모노그램 

및 다미에 패턴의 배경 위에 소비자가 직접 가스통-

루이비통(Gaston-Louis Vuitton)의 컬렉션으로부터 영

감받은 패치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디자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Fig. 7). 제공된 패치는 4가지 테마인 ‘Ci-

ties’, ‘LV pop’, ‘Heritage’, ‘Make it your own’으로 구

성되었는데, 브랜드 철학을 담은 3개의 패치와 함께 

마지막 1개의 ‘Make it your own’ 패치는 원하는 텍스

트를 입력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구현했

다. 이렇게 완성된 월페이퍼는 루이비통의 상징적 

모티프를 이용해 자신만의 개성에 맞는 새로운 이미

지로 창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월페이

퍼는 모바일 배경 화면과 같이 매일 노출되는 영역에 

활용되기 때문에 루이비통의 이미지가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2021 SS 남성복 컬

렉션의 새로운 포맷으로 공개된 콘셉트 영상과 연계

한 AR 앱 콘텐츠 ‘환상 속 친구들(Zoooom with frien-

ds)’은 영상 속에 등장했던 버질 아블로의 크루인 애

니메이션 캐릭터들이 AR로 개발되어 사용자와 함께 

셀프 카메라(selfie) 촬영을 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Fig. 

8). 여기에 적용된 증강현실 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 

인식에 의해 동작을 추적하여(tracking), 배경 음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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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흘러나오는 밴드의 비트에 맞춰 움직일 때마다 

3D 크루 캐릭터들이 반응해 위치, 사이즈, 구성이 변

화하도록 구현한다. 소비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음악과 동작을 즐기면서 시각적 · 청각적 요소

가 결합된 감성적 자극으로 몰입된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셀프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

영하면서 사진 속 주인공이 되어 루이비통의 콘텐츠

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된다. 콘텐츠 소비

의 결과물인 사진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

로서 피로감 없이 즐기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겨, 빠

르게 확산되는 데 기여한다.

요컨대 루이비통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콘텐츠

는 상호작용 서비스의 즉각적인 체감과 감성적 즐거

움을 전달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에 뉴 럭셔리 소

비자들은 일종의 즐기는 문화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소비하는 쾌락적 경험을 통해 루이비통에 자연스럽

게 빠져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루이비통의 상징적

인 이미지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자기표현의 도구

로 사용함으로써 브랜드와의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브랜드에 참여해 콘텐츠

를 재생산하게 되고, 이를 루이비통에서 D2C 전략

으로 역이용하여 브랜드 충성도와 구매 전환의 상승

효과를 도모하였다.

IV. 결론및제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혁

신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럭셔리 패션 

산업의 미래를 바꿀 창의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

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떠오른 D2C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꾸준한 성장 속에서 최근 뉴 노멀 시대의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함께 급부상하였다. D2C의 확

산은 강력해진 소비자의 영향력에 기인하는데, 근래 

럭셔리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소비 계층으로 꼽

히는 뉴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의 디지털 소비 성향과 

맞물려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리테일링 전략이 D2C

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루이비통의 D2C 플랫폼인 모바일 앱에 나타

난 사례분석을 토대로 럭셔리 패션 업계의 브랜드력

을 다방면으로 변화시키는 뉴 럭셔리의 특성을 탐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효용의 

기능적 차원에서 루이비통의 모바일 D2C 플랫폼에 

나타난 뉴 럭셔리의 프리미엄은 온라인에서만 가능

한 럭셔리한 경험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었다. 루이

비통 앱은 스마트폰이 탑재한 모든 기능을 뛰어난 품

질로 활용할 수 있는 네이티브 앱으로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뉴 럭셔리의 프리미엄은 루이비통의 참신

한 콘텐츠와 그에 알맞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응

용으로 표현되었고 심미적 사용성이 나타났다. 또한 

루이비통 D2C 앱에서의 뉴 럭셔리는 온라인 단독으

로 선보이는 기획전과 독점적 제품과 같이 한정된 희

소가치가 주는 고급화된 프리미엄이 중요하게 작용

하였다. 둘째, 헤리티지의 상징적 차원에서는 루이비

통의 D2C 앱에 담긴 브랜드 콘텐츠의 문화적 공감을 

바탕으로 뉴 럭셔리 패션 소비자들과 브랜드 사이의 

Fig. 7. Wallpaper.

Captured by author from ‘Louis Vuitton’ app 

(2021, February 10).

                           
Fig. 8. Zoooom wih friends.

Captured by author from ‘Louis Vuitton’ app 

(2021, February 19).



D2C(Direct-to-Consumer) 기반 루이비통 모바일 앱에 나타난 뉴 럭셔리(New Luxury) 특성

– 755 –

애착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루이비통의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을 외부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브랜드 문화 안에 속하길 원하

므로 뉴 럭셔리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 동조와 연대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감성적 정서 유대의 경

험적 차원에서 루이비통 D2C 앱의 개인화 서비스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는 유희적으로 브

랜드 몰입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뉴 럭셔리 패션

이 자기추구의 창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소비자들

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표현과 자기만족에 의해 

뉴 럭셔리의 가치를 향유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혁신에 대한 갈망은 패션의 본질이며, 뉴 

럭셔리 패션 또한 사회 문화적 요구에 의하여 변화해

왔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뉴 럭셔리 패션

은 정보의 민주화에 따라 더이상 엘리트주의에 국

한되지 않는 포용성에 근간을 둔다. 그 결과, 뉴 럭셔

리는 선택에 따라 누구나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사치

가 아닌 경험에 우선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뉴 럭셔리 특성과 가치에 부합하는 D2C 전략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직접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와 

친밀한 온라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모바일 D2C 플랫

폼의 미래지향성을 시사한다. 뉴 럭셔리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소위 ‘플렉스

(flex) 문화’라 불리는 과감한 소비를 즐기기도 하기

에, D2C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투자

할 만한 럭셔리한 프리미엄 경험과 시의성 높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의 생활

화로 인하여 뉴 럭셔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즉각적인 

반응과 짧은 순간의 강렬한 감성적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 콘텐츠가 요구된다. 모바

일 D2C 플랫폼의 핵심은 디지털이지만, 소비자 입장

에서 뉴 럭셔리의 가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디지

털 기술력보다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에 적합한 

기술 채택으로 다채로운 경험이 구현될 때 발휘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패션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주목받

는 모바일 D2C 앱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브랜드와 소

비자의 정서적 관계에 기여하는 뉴 럭셔리의 특성을 

고찰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뉴 럭셔리와 연관

된 여타 산업 분야에서 참신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

초 자료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뉴 럭셔

리 패션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브랜딩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렌드와 D2C의 영향력

이 계속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D2C 플

랫폼으로서 모바일 앱과 단일 브랜드에 한정해 집중 

탐구하였으나, 이는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을 대표하는 일부분이자 하

나의 D2C 플랫폼에 제한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로 다양한 D2C 플랫폼과 브랜드에 나타난 뉴 럭

셔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다각화된 전략을 모색

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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