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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

후 사회 전반, 개인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고 이

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라 부르고 있다(Park, 

2020).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또한 장기

간에 걸쳐 일반화되었다. 전 세계 집단 면역은 2023년

을 예상하는 가운데(Han, 2021) 마스크 착용은 가장 

보편적인 감염병 예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이

전에는 대기환경 대응 제품으로서 특화된 마스크가 주

를 이루었으며, 소비자의 요구도 역시 이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기능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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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성을 겸비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

은 욕구를 반영한 마스크 시장이 형성되었다. 2021년 

8월 기준 검색어 트렌드 분석 결과, ‘의료용 마스크’, 

‘패션 마스크’ 검색빈도 추이를 보면 2020년 2월 의료

용 마스크 검색빈도가 월등히 높았으나 3월 이후 격차

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5월을 기점으로 패션 마스크 검

색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NAVER DataLab, 2021). 

이는 소비자의 기능성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패션 마

스크로 분산 이동되었음을 보여준다.

패션업계에서는 디자인성을 겸비한 마스크를 선보

이기 시작하였고, ‘버버리’, ‘폴로 랄프로렌’과 같은 전

통 패션 브랜드부터 ‘에티카’. ‘르마스카’와 같은 기능

성 마스크 브랜드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마스크를 개발

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년 11월 국내 마

스크 생산 기업과 아티스트가 콜라보레이션 한 패션 

마스크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자 ‘디자인 

콜라보 패션 마스크 매칭데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Kwon, 2020). 마스크 마케팅 역시 변화하였는데 기능

성 차별화를 내세웠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연예인 마

스크’, ‘핏이 예쁜 얼굴 소멸 마스크’ 등을 제품 키워드

로 마스크의 심미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에 의해 세분화된 패션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코로나 이후 활성화된 브랜드 패

션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스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디자인 개

발(Kim & Yum, 2018)과 디자인 분석(Choi, 2013), 마

스크의 기능성 실험 연구(Kim, 2017), 제품 특성 분석

(Shon, 2018), 착용 현황 분석(Kang, 2015)이 대부분이

였다. 패션 제품으로서의 마스크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연구방법 또한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분

석과 설문에 의한 통계분석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중심으로의 사업전

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온라인과 모바일 쇼

핑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므로(An, 2020), 디지털 

소통공간인 소셜 미디어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마스크에 대한 소

비자의 요구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

에서 패션 마스크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

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

으로, 실증적 조사를 병행하여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기준이 마스크 브랜드 인지와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

례는 드물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급

격히 성장한 마스크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않은 패션 마스크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데 그 의

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패션 마스

크 개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마스크 제조 기업의 상

품 디자인에 도움을 주고, 패션 마스크 및 브랜드 마스

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II. 이론적배경

1. 기능성 마스크와 패션 마스크

마스크(Mask)라는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 마스크

(Masque)와 이탈리아어인 마스케라(Maschera)이며, 

중세 라틴어인 마스카(Masca)에서 유래하였다(Kim & 

Yum, 2018). 마스크는 가면 형태와 함께 외부의 해로

운 공기나 감염병으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하는 형태

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일상

생활 및 특수한 작업과 화학적, 물리적 재해 상황에 대

응이 가능한 각각의 디자인으로 세분화되었다. 기능

성 마스크는 화학적, 물리적 환경과 위해로부터 얼굴

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용 마스크를 의미하며, 

보호 목적은 크게 생물 및 화학적 위해 방지(방진, 방독, 

비말차단), 물리적 위해 방지(펜싱, 스키, 사이클 등), 

자연적 위해 방지(황사차단, 방한 등)로 구분할 수 있

다(Choi, 2013).

기능성 마스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won(2018)

은 형태별 미세먼지 마스크 디자인의 문제점을 보완

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스카프 마스크를 제시하

였고, Lee et al.(2019)은 질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미

세먼지 차단 마스크 요구 분석사항을 범주화하여 이

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Kang(2015)은 미

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불편사항 및 요구 특성

을 분석하였는데 마스크의 열감, 안경 김 서림, 귀 헐렁

함 등과 같이 밀착력으로 인한 불편감이 크게 나타났

고, 성능 및 착용과 관련된 요구 특성이 중요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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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패션 마스크는 개성 표출을 위한 패션성에 중

점을 두고 패턴이나 컬러 또는 소재로 차별화를 둔 마

스크를 의미한다. 패션 액세서리 중 마스크는 디자인 

콘셉트의 표현을 도와주는 상징적 수단으로 디자이너

들의 패션쇼에서 차용되어왔고(Lee, 2021), 일상생활

에서는 개인의 외적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변화한 패션 

산업 중 특징적인 것 하나가 패션 마스크 시장의 확대

라 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패션 인식 변화 네트

워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패션 관련 주요 단어 

빈도분석 상위에 ‘마스크’가 등장하였고(Kang, 2021) 

패션 브랜드는 세련된 마스크와 콜라보레이션 마스크

를 제작하기 시작했다(Larchenko, 2021).

패션 마스크 관련 연구를 보면, 컬렉션에 나타난 패

션 마스크를 조형적으로 분석하여 표현 특성을 유형화

하였고(Choi, 2013) 패션 마스크 캐릭터 이미지를 형

태별로 분류하여 사회적,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Choi, 2015). Kim and Yum(2018)은 국내외 마스크 브

랜드에 나타난 마스크의 소재, 형태, 패턴을 분석하여 

패션 마스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Li and Yim(2021)

은 코로나19 이후 패션 브랜드와 인플루언서의 마스

크 룩에 나타난 패션 마스크 디자인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고, 팬데믹 이후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마스크의 조형성에 관한 관심과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2. 마스크 관련 키워드와 소비자 행동

1) 소셜 미디어와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셜 미디어 빅

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란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

험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나 

플랫폼이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다

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블로그

(Blogs),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s), 메시지 보드

(Message boards), 팟캐스트(Podcasts), 위키스(Wikis), 

비디오 블로그(Vlog) 등이 있다(“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n.d.).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점

을 나누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아가 콘텐츠를 

창조,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게시글은 현상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인 점, 이용자들이 매일 제공하는 피드

백이 축적되어 그 양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

어 데이터를 이용한 키워드 분석은 사용자 중심의 요

구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

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으로 글에서 특

정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뽑아 의미를 분석하고 필요

한 정보를 추출하는 분석 방법을 말한다(“텍스트 마

이닝 [Text mining]”, 2021). 텍스트 마이닝 분석 중 빈도

분석은 수집된 문서 내에서 단어가 추출된 횟수를 나

타내며, 여러 문서에서 몇 번 추출되었는지는 고려하

지 않은 단순 출현빈도이다(Han, 2019).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은 여러 

개의 문서군에서 특정 단어가 한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TF-IDF 기법은 빈도수

는 높지만 중요도는 떨어지는 단어를 걸러줌으로 인

해 단어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J.- 

H. Kim & J.-M. Lee, 2018). 네트워크 분석은 대상들 간

의 관계를 노드(Node)와 엣지(Edge)로 연결하여 이들

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하는 분석이다. 

노드들이 연결된 선의 개수에 의해 연결 중심성의 정

도가 정의되며 연결 중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

에서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Kim, 2018).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

relation) 분석은 동시 출현된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토

대로 노드들을 재배치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이며 군집

화된 노드들의 묶음이 어떤 맥락을 갖는지 분석이 가

능하다(Sung, 2020a).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

용자들의 시기별 패션 아이템 관심 지수를 알아보거

나(An & Park, 2017),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 

견해를 분석(Han, 2019)하였고 패션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Heo & Lee, 2019)도 있었

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패션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패션’ 키워드 분석(Kang, 2021), ‘지속가능패션’ 키워

드 분석(Koh & Lee, 2020)도 이루어졌다.

소셜 미디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패션에 대

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Sung 

(2020b)은 소셜 미디어 게시글에 나타난 Z세대 패션

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J.-H. Kim and 

J.-M. Lee(2018)는 국내외 스포츠용품 브랜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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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통해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

품과 마케팅, 긍정 및 부정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여 마

케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Hwang and Lee(2021)는 

광고모델로서 가상 인플루언서 인식 변화를 연구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에 대한 마케

팅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는 소비자들의 감정과 감성을 분석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전략적 도구이므로

(Han, 2019)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2) 마스크 선택기준과 구매행동

소비자 인식 관점의 마스크 연구를 살펴보면, Seo 

and Lee(2021)는 마스크 디자인을 형태별로 유형화하

였고, 유형별 선호도는 마스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며 마스크 구입 시 마스크 형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Ma and Kim(2020)의 보건용 마스

크 구매경향에 대한 연구결과, 방진 기능과 실용적 기

능에 높은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Kim(2020)은 대학생의 마스크 착용 실태를 조사하였

는데 마스크 구매 시 가성비, 기능성, 디자인, 브랜드

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마스크 

시장과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행동을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천 마스

크, 패션 마스크 착용 현황(Kipp & Ahram, 2021; Kipp 

& Robertson, 2021), 코로나 상황의 패션 마스크와 브

랜드 전략(Larchenko, 2021)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코

로나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행동은 기

능성과 실용성 중심의 소비에서 디자인과 색상 중심 

소비로 변화하였고(Tedjomurti & Suyanto, 2021), 마

스크 제작과 브랜딩에 있어 기능적 특성과 스타일리

쉬, 개성, 고급스러움 등의 상징적 특성이 함께 고려되

어야 함(Wang et al., 2021)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브랜드 인지

인지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를 보

는 것으로(Lim & Kim, 2007) 마케팅에서 인지는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있으며,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제품에 대한 인지 없이 제품 구매의지가 

발생할 수는 없기에, 마케터들은 새로운 상품을 소비

자에게 인지시키는 다양한 활동에 힘써 왔다. 소비자

들은 구매 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제품들을 비

교, 평가 후 특정 제품을 구매하므로, 제품 인지는 소비

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브랜드 인지가 없이 브랜드 구매로 이

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Jeong, 2009) 브랜드 인

지는 브랜드 선호도, 브랜드 구매로 이어지는 심리단

계 구성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는 제품 이미

지에 대한 연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제품 구매결

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은 브랜드 인지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켜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려 한다(Cho et al., 

2016).

브랜드 인지와 소비자 행동 관계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Kim et al.(2014)은 재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브랜드를 많이 인지할수록 긍정적 구전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Cho et al.(2016)은 골프웨어의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재구매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골프

웨어 브랜드 인지도는 재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Sun and Lee(2018)는 중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중

국과 해외 SPA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

도 및 구매의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중국 SPA 패션 

브랜드와 해외 SPA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인지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ahman 

et al.(2020)은 밀레니얼 세대의 패션 브랜드 소비행동

을 연구하였는데 브랜드 인지는 브랜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구매의도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속성을 파

악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는데, Nam and Lim(2011)은 

수영복 브랜드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디자인, 품

질, 신뢰성이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J.-D. Kim and S.-Y. Lee(2018)는 제품, 소비자, 환경 

요인과 브랜드 인지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였다.

이처럼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인지도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Choi(2017)는 브랜드 인지를 소비자가 

기억에 저장된 브랜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 Kang et al.(2019)은 구매에 영향을 미

칠 정도로 한 제품군 내의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는 능

력으로, Go and Kim(2015)은 잠재적 구매자가 브랜드

를 재인식 또는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브랜드 인지도

라고 정의하면서 큰 차이는 없으나 연구의 맥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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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특정 브랜드를 알고 있는 정도라기보다는 마

스크라는 특정 제품군 내에서의 브랜드를 이해하고 있

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브랜드 인지도 보

다는 브랜드 인지를 사용하고 이를 제품군 내에서 얼마

나 다양한 브랜드를 알고 있는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텍스트 마이닝

패션 마스크와 기능성 마스크에 대한 최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10월 28

일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패션 마스

크’와 ‘기능성 마스크’를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소셜 

미디어 자료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블로

그, 카페, 뉴스 등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

터 수집과 분석은 Textom과 Ucinet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Netdraw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수집한 데

이터는 Mecap 모듈을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

였고 ‘것’, ‘이며’ 등과 같은 의미 없는 단어는 삭제하

고 유사 단어는 통일시키는 정제 작업 후 정제된 데이

터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TF-IDF 분석, 네트워크 분

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1)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국

에 거주하는 20~59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242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설문지 구성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스크 

선택기준, 브랜드 인지,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스크 선택

기준에 관한 문항은 응답자들에게 마스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고, 세부 요인들은 

Kim(2021)과 Ma and Kim(2020)의 보건용 마스크 착

용 특성 문항과 Nam and Lim(2011)의 수영복 브랜드 

특성 문항, ‘패션 마스크’와 ‘기능성 마스크’ 키워드 

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제어를 참고하여 소비자들이 

마스크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들을 추

출하였다. 브랜드 인지는 Go and Kim(2015)과 Kang et 

al.(2018)의 연구에서 측정문항의 일부를 재조합하여 

사용하고,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 패션 마스크 구매

의도는 Kang et al.(2018)의 구매의도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00명(41.3%), 여성 142명

(58.7%)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20대 66명(27.3%), 

30대 64명(26.4%), 40대 66명(27.3%), 50대 46명(19.0%)

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마스크 구매 특성

을 살펴보면 마스크를 주로 구매하는 장소는 포털 사

이트(네이버, 쿠팡 등)가 164명(67.8%)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약국 30명(12.4%), 대형마트 23명(9.5%), 

홈쇼핑 12명(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머릿속에 떠오

른 마스크 브랜드가 있나요?’라는 문항에 대해 132명

(54.5%)의 피험자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떠오른 마스

크의 브랜드명은 크리넥스 21명(8.7%), 아에르 20명

(8.3%), 웰킵스 19명(7.9%), 미마 15명(6.2%)의 순으로 

상위에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기능성 마스크와 패션 마스크 비교 

1) 기능성 마스크

(1) 빈도분석, TF-IDF 분석

기능성 마스크의 빈도분석, TF-IDF 분석 결과 상위 

30개의 키워드는 <Table 1>과 같다. 빈도와 TF-IDF 상

위에 ‘미세먼지’, ‘필터’, ‘코로나’, ‘차단’ 등의 단어가 

추출되어 미세먼지 차단과 코로나 방지가 기능성 마

스크의 중요한 요소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패션’, 

‘연예인’ 등의 단어도 상위에 추출되어 기능성 마스크

에도 패션성의 요구가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네트워크 분석

빈도 상위 50개의 단어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분석 결과 ‘마스크’와 ‘미세먼지’ 노드 간 엣지

가 가장 진하게 나타나 미세먼지 차단 기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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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가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스크’와 ‘코로

나’, ‘필터’, ‘차단’ 노드 간 엣지도 강하게 연결되었

으며, ‘마스크’와 ‘패션’ 엣지도 진하게 나타났고 ‘패

션’ 노드의 크기는 ‘마스크’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능성 마스크에 대해 소비자는 미세먼지와 바이

러스 차단을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지만, 기능성뿐

만 아니라 패션성도 중요하게 생각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CONCOR 분석

빈도 상위 키워드 50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고 다이어그램 결과 3단계에 걸쳐 8개의 군집이 도

출되었다. 두 번째 차원에서 도출된 4개의 군집에서 

키워드 간 이슈의 유사성이 보여졌으며 이를 시각화 

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Group A는 ‘자외선’, ‘미세

먼지’, ‘바이러스’, ‘차단’, ‘필터’, ‘교체’ 등의 기능성 

관련 단어와 ‘패션’, ‘디자인’, ‘연예인’ 등의 패션 관

련 단어로 구성되어 ‘기능성 패션 마스크’라고 명명

하였다. Group B는 ‘상품’, ‘개발’, ‘계획’, ‘고객’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마스크 상품 기획’으로, Group C는 

‘효과’, ‘전문’, ‘일반’ 등의 단어로 구성되어 ‘마스크 

Rank Keyword Frequency Keyword TF-IDF

1 Mask 3,371 Fine dust 915.844

2 Fashion 767 Inside 791.187

3 Fine dust 521 Filter 622.714

4 Covid-19 378 Fashion 617.246

5 Filter 277 Air 582.244

6 Use 267 Covid-19 554.547

7 Inside 226 Product 536.547

8 Making 226 Use 459.519

9 Goods 200 Making 417.970

10 Protection 197 Product 384.075

11 Product 172 Protection 361.656

12 Air 168 Air conditioner 357.930

13 Release 150 Release 328.296

14 Sale 146 Vehicle 314.895

15 Were 121 Were 312.729

16 Brand 116 Airy 310.673

17 Recommendation 110 Sale 310.031

18 Celebrity 104 Brand 269.372

19 League 104 Recommendation 265.561

20 Skin 92 Celebrity 257.538

21 Market 85 League 253.613

22 Airy 85 Car 248.388

23 Ultraviolet rays 78 Market 248.286

24 Summer 75 Customer 245.058

25 Virus 72 Skin 235.186

26 Air conditioner 71 Prevention of epidemics 232.204

27 Vehicle 71 Virus 231.992

28 Antibacterial 70 Dust 225.548

29 Customer 70 Effect 221.863

30 Dust 70 Yellow dust 215.524

Table 1. Frequency and TF-IDF analysis of functional mask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1, 2022

– 122 –

성능’으로 명명하였다. Group D는 ‘공기’, ‘실내’, ‘먼

지’, ‘에어컨’ 등 황사 관련 이슈 단어로 구성되어 ‘미

세먼지 이슈’로 명명하였다. 

2) 패션 마스크

(1) 빈도 분석, TF-IDF 분석

패션 마스크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TF-IDF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상위 30개 단어는 <Table 2>와 같다. 빈도 상위에 ‘항

균’, ‘바이러스’, ‘필터 교체’, ‘방수’, ‘자외선 차단’ 등

의 단어가 추출되어 패션 마스크에도 기능성이 중요

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디자인’, 

‘연예인’, ‘스타일’ 등과 같이 패션과 관련된 단어도 

빈도 상위에 추출되었다. 빈도 상위에 ‘에이퓨리’, TF- 

Fig. 1. Network analysis result of functional mask.

Fig. 2.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functional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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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 상위에 ‘에이퓨리’, ‘메이크힐’, ‘애플라인드’ 등

의 패션 마스크 브랜드가 추출되어 패션 마스크 브랜

드의 텍스트 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2) 네트워크 분석

빈도 상위 50개의 단어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분석 결과, ‘패션 마스크’와 ‘마스크’, ‘코로나’

가 굵은 엣지로 나타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마스크

에 대한 이슈가 패션 마스크에까지 이어졌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마스크’와 기능성에 대한 키워드인 ‘항

균’, ‘필터’가 비교적 굵은 엣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패션 마스크’와 ‘컬러’, ‘마스크’와 ‘연예인’이 함께 

연결되어 마스크 디자인에 관한 이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 마스크’와 ‘세탁’ 엣지가 비교적 진하게 

나타났으며, 세탁이 가능한 직물 마스크에 대한 요구

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CONCOR 분석

빈도 상위 키워드 50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Rank Keyword Frequency Keyword TF-IDF 

1 Fashion mask 10,321 Mask 3013.744

2 Mask 8,887 Covid-19 2813.747

3 Covid-19 2,290 Fashion 2366.662

4 Fashion 1,544 Antibacterial 2108.984

5 Use 1,101 Release 2074.635

6 Antibacterial 1,030 Use 1993.040

7 Release 991 Sale 1944.865

8 Sale 835 A pury 1679.965

9 Brand 716 Making 1639.087

10 Wear 693 Celebrity 1625.888

11 Celebrity 688 Brand 1571.918

12 Design 680 Design 1538.615

13 Making 668 Wear 1508.032

14 Fabric 601 Fabric 1492.668

15 Goods 588 Domestic 1464.923

16 Domestic 580 Goods 1403.296

17 A pury 516 Production 1349.119

18 Production 503 Filter 1334.027

19 Filter 485 Summer 1277.721

20 Summer 431 Copper 1222.046

21 Filter replacement 379 Filter replacement 1144.056

22 Recommendation 376 Waterproof 1108.986

23 Copper 366 Recommendation 1091.643

24 Virus 366 Virus 1047.234

25 Style 357 Protection 1038.306

26 Protection 341 Style 1029.480

27 Waterproof 312 Three dimensional 1011.429

28 Three dimensional 312 Material 1972.839

29 Material 311 Makeheal 1948.864

30 UV protection 293 Applerind 1905.481

Table 2. Frequency and TF-IDF analysis of fashion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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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다이어그램 결과 3단계에 걸쳐 8개의 군집이 도

출되었다. 두 번째 차원에서 도출된 4개의 군집에서 

키워드 간 이슈의 유사성이 보여졌으며 이를 시각화 

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Group E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단’ 등

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단어와 ‘블랙’, ‘컬러’, 

‘디자인’, ‘명품’, ‘브랜드’ 등 패션 관련 단어로 구성되

어 ‘코로나 패션 마스크’라고 명명하였다. Group F는 

‘자외선 차단’, ‘소재’, ‘항균’, ‘소재’ 등의 단어로 구성

되어 ‘기능성 소재1’로 명명하였고, Group G도 ‘구리’, 

Fig. 3. Network analysis results of fashion mask.

Fig. 4.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fashion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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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와 같이 기능성을 포함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기

능성 소재2’로 명명하였다. Group H는 ‘에이퓨리’, ‘메

이크힐’, ‘애플라인드’와 같이 패션 마스크 브랜드 이

름과 ‘스타일’로 구성되어 ‘패션 마스크 브랜드’로 명

명하였다.

 

3) ‘패션 마스크’와 ‘기능성 마스크’ 텍스트 마이닝 결과 

비교

빈도, TF-IDF 분석 결과, 패션 마스크 상위에 ‘코로

나’, ‘항균’, ‘바이러스’, 기능성 마스크 상위에 ‘코로

나’, ‘항균’, ‘차단’ 등과 같이 코로나 감염 차단 관련 

이슈가 공통으로 추출되었다. 기능성 마스크의 빈도, 

TF-IDF 상위에 ‘패션’, ‘연예인’ 등 패션 관련 이슈가 

추출되었고 패션 마스크의 빈도 상위에 ‘방수’, ‘자외

선 차단’, ‘구리원사’ 등의 기능성 소재 관련 단어가 추

출되어 기능성을 갖춘 패션 마스크에 대한 요구가 확

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성 마스크의 빈도와 TF- 

IDF 상위에 ‘미세먼지’, ‘필터’, ‘공기’와 같은 미세먼

지 관련 단어가 추출된 결과를 볼 때 코로나 이전 기능

성의 중요한 요소는 미세먼지 차단이었으나 코로나 

이 후 바이러스 차단의 중요도 또한 높아진 것임을 추

측할 수 있다. 패션 마스크의 TF-IDF 상위에 ‘에이퓨

리’, ‘메이크힐’, ‘애플라인드’ 등 패션 마스크 브랜드

가 추출되었다.

CONCOR 분석 결과, 패션 마스크에는 기능성 관련 

그룹이, 기능성 마스크에는 패션성 관련 그룹이 추출

되었고 패션 마스크와 기능성 마스크에서 공통으로 

‘코로나’ 관련 그룹이 추출되었다. 패션 마스크에서만 

브랜드 관련 그룹이 추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패션 브랜드의 마스크 제품 영역 확장 및 패션 

마스크 브랜드 시장 확대이다. 실제로 패션 마스크 시

장은 코로나 이후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부터 로우마켓 브랜드까지 패션 마스크를 

새롭게 출시하였다. KF 등급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

능성 마스크 브랜드에서도 디자인과 컬러를 강조한 

마스크를 선보이고 있다. 패션 마스크 빈도분석과 TF- 

IDF 분석 결과 상위 100개 단어 중 ‘브랜드’, ‘명품’, 

‘콜라보’와 같은 키워드가 추출 된 것은 이러한 시장 

상황이 텍스트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패션 마스크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브랜드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패션 마스크 빈

도 상위 100개 단어 중 마스크 브랜드는 ‘에이퓨리’, 

‘애플라인드’, ‘메이크힐’, ‘브리더수트’, ‘르마스카’, 

‘에티카’ 6개, 기능성 마스크 빈도 상위 100개 단어 중 

마스크 브랜드는 ‘에어리’ 1개로 차이가 있었다. 기능

성 마스크보다 패션 마스크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

은 마스크 브랜드에도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기능성 마스크에서만 마스크 성능과 관련된 그

룹이 추출되었고 ‘효과’, ‘일반’, ‘전문’ 등의 단어를 

포함하였다. ‘먼지’, ‘공기’, ‘실내’ 등의 단어를 포함하

는 미세먼지 이슈 그룹도 기능성 마스크에서만 추출

되었다. 이를 토대로 기능성 마스크를 고려하는 소비

자들은 마스크의 성능과 기능에 대해 세분화된 정보

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마스크 선택기준과 브랜드 인지

1) 마스크 선택기준의 하위차원

본 연구는 소비자의 마스크 제품 선택기준의 하위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총 17개 문항에서 5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으며, 각 요인으로 추출된 문항 간 내적 일관도

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요인에 대한 총 분산 누적 설명력은 73.52%로 유효

하게 나타났다. 요인 1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 느

낌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착용감’으로 명명하

였다. 요인 2는 연예인 착용 여부, 광고 여부 등 유행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유행성’으로, 요인 3은 제

품의 외적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심미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제품의 바이러스, 

미세먼지 차단 등 기능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

어 ‘기능성’으로, 요인 5는 제품의 가격 및 접근 용이성

과 관련된 문항으로 ‘실용성’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요인의 부하량 값이 .62 이상, Cronbach's α 값 .74 이상

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다음과 같은 요인분석 결과는 앞선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패션 마스크와 기능성 마스크에서 

공통적으로 코로나 감염 차단 이슈가 추출되었다. 기

능성 마스크에서 미세먼지 관련 단어가 추출되어 소

비자의 마스크 선택기준에 ‘기능성’은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능성 마스크에서 패션과 연예

인 단어가 추출되었고, 패션 마스크에 연예인과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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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의 단어가 추출되어 ‘유행성’과 ‘심미성’ 또한 

마스크 선택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마스

크 디자인 선호도가 마스크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한 Seo and Lee(2021)의 연구,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기준으로 가성비와 기능, 디자인, 브랜드를 중요

하게 생각하다고 한 Kim and Kim(2020)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2) 마스크 선택기준이 브랜드 마스크 인지에 미치는 

영향

마스크 선택기준이 브랜드 마스크 인지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착용감, 유행성, 심미성, 기능성, 

실용성을 독립변수로, 브랜드 마스크 인지를 종속변

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브랜드 마스

크 인지 문항은 ‘나는 몇 개의 마스크 브랜드별 특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어떤 마스크 브랜드의 특징을 쉽

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나는 마스크 브랜드 이름에 대

해 잘 알고 있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신

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회귀분석 결과, 유행성(β=.33, t=4.81***)과 심미성

(β=.17, t=2.60*)이 브랜드 마스크 인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유행에 민감하고 마스크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브랜드 마스크

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Nam and 

Lim(2011)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이는 패션 마

스크 관련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블랙’, ‘컬러’, ‘디

자인’, ‘명품’, ‘브랜드’ 등 디자인 관련 단어와 브랜드 

관련 단어가 함께 군집을 이루고, ‘에이퓨리’, ‘메이크

힐’, ‘애플라인드’와 같은 브랜드 마스크 이름과 ‘스타

일’ 단어가 함께 군집을 이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3. 브랜드 마스크 인지,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 

및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

1) 마스크 구매의도의 하위차원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 4문항과 패션 마스크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Factor 1

Comfort

Does it make you feel stuffy when wearing it? .86

4.59
27.04

(27.04)
.88

Does it make you feel uncomfortable when wearing it? .83

Does it make you feel hot when wearing it? .79

Does it make your ears painful  when wearing it? .78

Does it fit close to your face? .74

Factor 2

Trend

Is it a latest item? .88

4.09
24.08

(51.13)
.88Is it worn by celebrities? .85

Is it advertised? .81

Factor 3

Design

Is it a good design? .84

1.50
28.84

(59.97)
.82Is it a color that you like? .83

Is it a pattern that you like? .77

Factor 4

Function

Does it block fine dust? .80

1.29
27.58

(67.56)
.74

Does it block viruses? .75

Does it have antibacterial function? .64

Does it have UV protection? .62

Factor 5

Utility

Is it easily purchased? .82
1.01

25.95

(73.52)
.74

Is its price reasonable? .81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mask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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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도 4문항, 총 8문항으로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 4문항, 패션 마스크 구

매의도 4문항이 각각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모든 요

인의 적재치는 .69 이상, Cronbach's α 값은 .87 이상으

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 브랜드 마스크 인지와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 및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의 관계

브랜드 마스크 인지와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 패

션 마스크 구매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분석 결과, 브랜드 마스크 

인지는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β=.57, t=10.76***)에 

Factor 

name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mask

I am willing to buy a fashion mask. .87

4.59
57.48

(57.48)
.92

Even if a fashion mask is a little more expensive than a regular 

mask, I am willing to buy it.
.81

I have no reluctance toward buying a fashion mask. .78

I am willing to recommend fashion masks to people around me. .79

Purchase 

intention of 

brand mask

I am willing to buy a brand mask. .79

1.59
19.96

(77.45)
.87

I have no reluctance toward buying a brand mask. .69

I am willing to recommend brand masks to people around me. .75

Even if a mask from a well-known brand is a little more expensive 

than masks from other brands, I am willing to buy it.
.69

Table 5. Factor analysis of mask purchase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F

Brand mask 

awareness

Comfort ‒.04 ‒.57***

.22 13.92***

Trend .33 4.81***

Design .17 2.60***

Function .07 1.15***

Utility ‒.0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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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mask selection criteria on brand mask awar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F

Purchase intention of 

brand mask
Brand mask awareness .57 10.76*** .32 115.85***

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mask
Brand mask awareness .29 4.72*** .08 22.31***

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mask
Purchase intention of brand mask .48 8.67*** .23 75.23***

***p<.001

Table 6. Relationships among brand mask awareness, purchase intention of brand mask, 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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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 마스크 인지가 높은 소

비자들은 브랜드 마스크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브랜드 제품 구매의도에의 영향력

을 밝힌 선행연구들(Cho et al., 2016; Go & Kim, 2015)

과도 결과를 같이한다.

브랜드 마스크 인지는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β=.29, 

t=4.72***)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브랜드 마스

크에 대한 인지가 높은 소비자는 브랜드 마스크뿐 아

니라 패션 마스크를 구매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는 패션 마스

크 구매의도(β=.48, t=8.67***)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는데 브랜드 마스크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패션 마스

크를 구매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브랜드 마스크 인지와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는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와도 연관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관

심이 많은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에 비해 패션 마스크

를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선 텍스트 마이닝 결

과 기능성 마스크에는 브랜드 관련 그룹이 추출되지 

않았지만 패션 마스크에는 브랜드 관련 그룹이 추출

되었다. 패션 마스크에 브랜드 관련 키워드가 빈도 

상위에 오른 것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마스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

구하고 학문적 측면에서 연구의 기반이 확립되지 않

아 패션 마스크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계의 연구에 기여하고 패션 마스크 제조 및 판매 기

업의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패션 마스크와 기능성 

마스크 게시글을 바탕으로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기준이 마스크 브

랜드 인지와 브랜드 및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다수 언급되고 반복되는 정보는 시대

적 이슈를 읽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

이닝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설문조사를 병

행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

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패션 제품으로서의 

마스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패

션 마스크 연구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마스크 연구의 편중화 현상 해소 및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마스크 개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 결과 빈도와 TF-IDF 상위에 

공통적으로 ‘코로나’, ‘패션’, ‘연예인’, ‘항균’, ‘필터’ 

등의 단어가 추출되어 코로나 상황에 ‘기능성’과 ‘패

션성’을 함께 갖춘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반영

된 것으로 생각된다. 패션 마스크 CONCOR 분석 결

과, 기능성 관련 군집이 2그룹으로, 소비자들은 패션 

마스크를 선택할 때도 기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지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능성 마스크 CONCOR 분석 

결과 ‘미세먼지 이슈’와, ‘코로나 패션 마스크’ 군집

이 추출되어 패션 마스크의 경우에도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마스크 선택기준 중 유행성과 심미성은 브랜

드 마스크 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행에 민감

하고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브랜드 

마스크에 대해 관심이 많고 브랜드 마스크 제품에 대

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패션 마스크 텍

스트 마이닝 결과, 디자인 관련 단어와 브랜드 관련 단

어가 함께 군집을 이루어 소비자들은 브랜드 마스크

와 제품의 디자인적 특성을 함께 연상할 것으로 추측

된다. 따라서 브랜드 마스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색상, 형태, 무늬 등 

디자인 요소를 차별화하여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중

요하며, 소셜 미디어 광고나 인플루언서 노출을 통한 

홍보 전략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브랜드 마스크 인지는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

도뿐 아니라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고 브랜드 마스크 구매의도는 패션 마스크 

구매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텍스트 마이닝 결

과 패션 마스크에 브랜드 관련 그룹이 추출되어, 브랜

드 제품에 관심이 있고 선호하는 소비자는 패션 마스

크도 선호할 것으로 분석되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

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패션 브랜드의 마

스크 제품으로 영역 확장 및 브랜드 마스크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 마스크 TF-IDF 상위

에 ‘브랜드’와 ‘명품’, ‘콜라보’가 추출된 결과를 보아

도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한 패션 마스크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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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 마스

크 상품을 기획할 때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을 진행하고 브랜드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연구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검색어 설정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기능성 마

스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소비자가 보호용 마

스크, 방한 마스크, 방진 마스크 등 구체적인 키워드를 

입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검색어를 분석하

여 더 폭넓은 텍스트 마이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라는 제품에 한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

정에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에서 일부 단어가 

수정이 되었고 그 결과로 변수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

질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설계가 텍스트 마이닝 분

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변수 간 

관계에 있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결과분석에도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텍스

트 마이닝 결과를 토대로 실용적 기준(기능)과 심미적 

기준(패션)에 따라 브랜드 인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마스크 선택기준이 브랜드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으나, 기존 마스크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마스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후속연구

에서는 변수의 영향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한정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SNS 채널을 대상으로 한 텍스

트 마이닝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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