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225-1151 (Print)
ISSN 2234-0793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6, No. 5 (2022) p.772~788
https://doi.org/10.5850/JKSCT.2022.46.5.772

[연구논문]

캐주얼 한복 브랜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의도된 이미지와 지각된 이미지의 일치성선준호⋅이규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Casual Hanbok Brand Online Communication
-Congruency between Intended and Perceived ImagesJoon-Ho Seon⋅Kyu-Hye Lee†
Human-Tech Convergence Progr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22, 2022; Revised May 16, 2022; Accepted June 13, 2022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mage of the casual Hanbok brand is being communicated to consumers
successfully. We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ways of revitalizing communication between casual Hanbok brands and consumers; in addition, we quantitativel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marketing through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QAP) analysis. Unstructured data from 20142021 were collected through portal sites and then refined and networked. Our analysis showed that casual
Hanbok brands generally target younger people and that different brands employ similar methods to promote
and popularize the casual Hanbok style. Consumers tended to recognize and show interest in casual Hanbok,
suggesting the potential to expand the market to Blue Ocean. However, some of our findings revealed the potential factors of style coordination risk and prejudice against existing Hanbok, which could potentially hinder
casual Hanbok's uptake and adoption. We conclude that increasing the demand for casual Hanbok depends not
only on delivering an accurate brand image to consumers but also on balancing fashion with traditional images
when planning products and providing styling information.
Key words: Casual Hanbok brand, Brand image, Brand communication, Semantic network analysis,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QAP) correlation analysis; 캐주얼 한복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의미연결망 분석, QAP 상관관계 분석

I. 서

론

찍거나, 국내외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 유형이 등장하
는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복 착용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Yim, 2019). 최근에는 한복 착용 문화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일상 착용을 목적으로 개발
된 ‘캐주얼 한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Yim,
2019). 익선동 거리에 신진 캐주얼 한복 브랜드가 등장
하거나 기성 브랜드에서 상품 라인을 확장하는 등 전
통한복을 일상복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는

SNS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각화됨에 따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복이 새로운 트렌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복
으로 착용되던 과거와 달리 한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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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
을 실시하여 캐주얼 한복 브랜드가 표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소비자가 정확히 지각하고 있는지 그 일치
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지면, TV 광고를 통한 일방적 정보전달이
브랜드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소통방법이
었다. 반면에 현대사회는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이 발
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소통방법에서 나아가 브랜드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교류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아
울러 온라인 환경의 발달은 다양한 소비계층이 SNS,
블로그와 같은 정보기록매체를 통해 서로 상품을 추
천하거나 후기를 공유하는 등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
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처럼 소비자에 의해 정보기
록매체에 오랜 시간 축적된 비정형 데이터들은 상품
에 대한 감정, 인식, 의도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상품 채택
기준과 욕구들이 다양해진 만큼 효율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패션 산업에
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마케팅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
다. 이에 비정형 데이터에서 도출된 키워드 간의 연결
수치를 기반으로 연결망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
써 캐주얼 한복 브랜드가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개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캐주얼 한복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경쟁성 확보에 기
여하고자 한다.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 공모 브랜드 중 캐주얼 한복 브랜드
인 리슬이 1억 1천만 원, 하플리가 1억 5천만 원의 펀딩
에 성공하여 이례적인 쟁점이 되었다(Cho, 2020). 특
히 리슬의 경우 SPA 브랜드 스파오와의 컬래버레이션
을 통해서도 누적 펀딩액 1억 7천만 원의 성과를 올렸
다(Bae, 2021).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한국 전통문화
및 한복의 문화적 전유 논란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
의 관심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Bae, 2021), 젊은 세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캐
주얼 한복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ong et al., 2020; Yim, 2019).
캐주얼 한복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아직 일상복으로의 착용은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생활한복은 실생활
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정작 대중
에게는 현대적인 감각에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인식
된다고 하였다(Bae et al., 2016). 캐주얼 한복 또한 일
상 착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평상복과
달리 전통적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기존 생활한복
에서 비롯된 이미지가 채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An et al.(2020)에 의하면
캐주얼 한복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디자인 관
련 요인과 타인의 시선에 관한 요인이 핵심적으로 나
타나 생활한복의 이미지로부터 기인한 선입견이 캐주
얼 한복에 연장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소
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캐주얼
한복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캐주얼 한복 브랜드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탐색할 필요성을 보여준
다(Choi et al., 201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요소 중에서도 브랜드 인지
는 소비자들에게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과 친숙성
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Eom, 2003). 따라
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지각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캐주얼 한복 산업은 소비자들이 지각하
는 이미지가 일상복으로의 수용과 더불어 시장의 성
장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더

II. 이론적 배경
1. 캐주얼 한복의 정의와 선행연구 고찰
1) 캐주얼 한복의 정의

최근 한복 관련 연구들에서 ‘신한복’이 자주 언급되
고 있다. 신한복이란 전통한복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착용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새로운 현대의 한복을 뜻하는 용어로, 2014년
한복진흥센터에 의해 처음 등장하였다(Lee & Kim,
2017; Lee, 2016). 그러나 SNS, 뉴스기사, 학술연구와
같은 각종 매체에서는 현대식 한복을 일컫는 용어로
신한복뿐만 아니라 캐주얼 한복, 생활한복, 개량한복,
데일리한복, 모던한복, 패션한복 등의 단어가 혼용되

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캐주얼 한복의
수용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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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졌다. 생활한복의 채택에 대한 위험지
각에 집중한 연구에서는 생활한복의 채택을 망설이는

고 있으며, 정보제공 주체에 따라 정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등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Choi, 2019; Lee,
2016; Yim, 2019). 신한복이라는 용어는 어원 그대로
현대의 새로운 한복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기원하
였는데, 이를 한복의 대중화, 일상화를 목적으로 제작
된 한복에만 한정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라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근래 보편화된 퓨전한복 또한 기존에 찾
아볼 수 없던 새로운 양식의 한복으로, 신한복의 범주
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브랜드
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유 논란
이 화두에 있는 현시점에서 현대식 한복에 대한 정체
성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대식 한복에 관
한 정확한 명칭과 학술적 분류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해
현대식 한복을 지칭하는 단어로 ‘캐주얼 한복(casual
Hanbok)’을 사용하고자 한다. 캐주얼 한복이 언급된
선행연구는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한 기존의 생활한복
과 현대의 의복가치와 어울리는 디자인이 가미된 생
활한복을 구분하기 위해 후자를 ‘캐주얼 생활한복’이
라 지칭한 사례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e.g., Choi et
al., 2016). 이렇듯 캐주얼 한복이라는 용어는 학술연구
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2014년 8월부
터 2021년 8월까지의 검색데이터를 살펴보면 신한복
(4,236건)보다 캐주얼 한복(5,328건)이 더 높은 빈도로
집계되어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캐주얼 한복이라는 명칭이 생활한
복의 연장선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이고 친숙한
용어로 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는 유행과 소비문화를 반영하여 실생활에서의 활용성
을 높인 현대식 한복을 지칭하는 용어로 캐주얼 한복
을 제안하고자 한다.

잠재적 채택 집단과 거부 집단의 경우 위험지각과 타
인의 시선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한복만의 디자인적 차별점이 확보되
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Choi, 1999a). 이후 후
속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착용감, 개성미
등이 생활한복의 구매동기로 부각되었으며, 전통한
복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구매 지연 동기가 추
가로 보고되었다(Choi, 1999b).
2000년대 초반은 생활한복이 혁신 품목에서 나아
가 기성 품목으로 정착되어 가던 과도기로, 소비자
인식 및 채택, 상품 이미지 등의 연구가 주로 이뤄졌
다(Shim & Kim, 2003). 사용상황에 주목한 Park and
Kang(2002)의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선물 용도로 구
매할 시 디자인, 품위 등을 중시하는 반면, 자가용이 목
적일 경우에는 경제성과 착용 용도의 다양성을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한복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소유 제품과의 조화가 가능하고, 착용 용도가 다양한
제품을 기획할 것을 제언하였다. Choi and Rhee(2002)
의 연구에서도 기성복과의 매칭, 착용법, 소재 관리 등
의 채택 저해 요인들이 확인되었으며, Kim et al.(2003)
의 연구 또한 착용 보편화를 위해서는 착용이 편리해
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전반적으로 소유 의상과의 조화 및 실용성이 중
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한복의 착용 용도에 대해 기성세대는 평상복
으로 착용하길 원했던 반면에 20~30대는 명절에 착용
하길 원하였으며, 생활한복 비구매 이유로 타인의 시
선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03; Lee et al., 2004). 생활한복이 가진 전통적인
이미지가 젊은 세대의 채택을 저해하는 일부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him and Kim
(2003)의 연구에서도 생활한복의 유행성 이미지를 높
이고, 전통성, 혁신성, 우아함 등의 이미지를 낮추었을
때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전통한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된 스테레오 타입이
생활한복에도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한복 등장 초기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전통
한복의 대체 의상이나 개량한복으로 간주하였다(e.g.,
Lee et al., 2004). 그러나 2014년 이후 리슬, 꼬마크 등
신생 캐주얼 한복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전통한복과

2) 캐주얼 한복 관련 선행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활한복,
신한복, 모던한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활한복이 대중적으로 서
서히 유통되기 시작함에 따라 채택과 구매동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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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Ko & Yun, 2004). 특히 패션 제품은 높은 상징
성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Ko
& Yun, 2004; Shin & Lee, 2003). 실제로 소비자들은 패
션 제품 구매 시, 자신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품이 가진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Lee, 2016). 또한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신뢰 및 충성도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마케
팅 자원이다(Fournier, 1998; Sirgy, 1982). 특히 브랜드
이미지는 인지적 브랜드 신뢰 및 정서적 브랜드 신뢰
와 긍정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매개로 브랜드 옹호의
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규명되었다
(Huang et al., 2020).
브랜드 인지는 제품 구매의사결정 시 고려 제품군
에 자사 제품을 포함시키는 역할을 하며,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Eom, 2003).
따라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마케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Bilgin(2018)은 소셜 미
디어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충
성도로 이어지는 인과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욱이 소셜 미디어 마케팅 활동은 브랜드 인지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Bilgin, 2018).
캐주얼 한복 산업은 소비자들이 캐주얼 한복을 어
떠한 이미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일상복으로의
채택, 나아가 시장의 성장과도 연결될 만큼 지각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
여 소비자들에게 개성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로 지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선 고찰에서도 밝혀
진 바와 같이 캐주얼 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변
화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일상복으로의 채택을 저해하
는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An et al., 2020; Yim,
2019). 캐주얼 한복 브랜드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소비
자 자아 이미지의 일치성, 광고모델과의 일치성 등 다

생활한복, 캐주얼 한복을 별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
자는 논의가 다시금 이뤄졌다. 기존의 생활한복은 다
소 고루하고 촌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캐주얼
화가 진행되면서 개성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로 지
각되는 등 인식에 변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Bae et al., 2016; Choi et al., 2016). 특히 Choi et al.
(2016)의 경우에는 기존 생활한복에서 기인한 선입견
이 캐주얼 한복 자극물을 시청한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명절보다 평상
복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복보다도 외출복이 더욱 높
게 측정되었다(An et al., 2020). 이와 같은 결과는 캐주
얼 한복의 이미지가 기존 생활한복과는 다르게 지각
되며, 소비자의 수용의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제품에서 비롯된
선입견이 최신 제품 이미지를 접한 뒤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전달함으
로써 캐주얼 한복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Yim(2019)은 캐주얼 한복 브랜드들이 가격경
쟁으로 인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타일링에 일관성 및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n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비구매 이
유로 디자인 불만족과 타인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
이 높았다. 이는 이전 시기의 연구결과와 통하는 내용
으로, 캐주얼 한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의 생활한복에서 비롯된
스테레오 타입이 있음을 나타낸다. 캐주얼 한복의 확
산을 위해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요인
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브랜드 이미지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연상, 감정과 같이 브
랜드의 행동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반응
으로,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
정적인 태도의 원인이 된다(Eom, 2003). 제품의 물리
적 특성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감정, 연상까지 모
두 포함하는 브랜드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역
할을 하고 있다(Aaker, 1991; Pohlman & Mudd, 1973).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자산의 하위요소인데, 이
는 경쟁 브랜드가 단시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무형적

방면으로 이미지 일치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e.g., Chung, 2018; Seo & Park, 2018). 소비자 콘텐츠

가치이므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함에 있어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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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42건)’, ‘돌**이(42건)’, ‘꼬**노(36건)’, ‘예
*(30건)’, ‘북**락(29건)’, ‘때***롱(29건)’, ‘하*리(22
건)’, ‘더*은(7건)’, ‘실**늘(6건)’, ‘꽃*(3건)’이었다.

에서 획득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가 브랜드 태도의
동인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질적 자료임을 고려하였
을 때(Ray et al., 2021), 소비자가 지각하는 브랜드 이
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는 브랜
드 정보에 집중하여 분석되었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
려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Klostermann et al., 2018).
온라인에 남겨진 소비자들의 게시물에는 브랜드에
대한 그들의 생각, 감정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캐
주얼 한복 브랜드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일치성
을 통찰할 수 있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출현빈도수가 최상위에 위치한 브랜드로 제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리*(이하 A 브랜드), 꼬*크(이
하 B 브랜드), 차*킴(이하 C 브랜드) 세 브랜드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데이터 수집에 앞서 정확한 수집기간 설정을 위
해 구글 트렌드를 통해 브랜드 검색량의 추이를 확인하
였다. 사전조사에서 선정된 브랜드명을 토대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검색량을 조회
하였으며,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검색량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1).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캐주얼 한복 브랜드의 등장 시기와 맞물리며
(Bae et al., 2016), 한복 착용자 고궁 무료입장 정책으
로 늘어난 소비자의 관심이 캐주얼 한복 시장에 전파
되던 시기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캐주얼 한
복에 관한 정보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하기
위해 2014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를 데
이터 수집기간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캐주얼 한복 브랜드가 표방하는 이미지
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이미지의 일치성을 살펴봄으로
써 브랜드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탐색
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문제 1. 캐주얼 한복 브랜드의 이미지를 파악
한다.
1-1. 브랜드 주도적 정보원에 기반한 브랜
드 이미지를 파악한다.
1-2.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에 기반한 지각
된 브랜드 이미지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브랜드 주도적 이미지와 소비자 지각
이미지의 일치성을 평가한다.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는 정보제공 주체가 누구인
지 그 대상에 따라 데이터에 내포된 정보와 의미가 다
르게 해석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캐주얼 한
복 브랜드가 지향하는 주도적 이미지와 소비자가 지
각하는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해 각기 다른 수집채널
을 이용하였다. 브랜드 주도적 이미지의 경우 ‘뉴스기
사’ 정보원을 선정하였다. 현재 일간 기사의 2/3가 기
업이나 조직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
었을 정도로 뉴스기사는 기업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어(Shin et al., 2013), 브랜드가 표방하
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원이라 할 수 있
다. 소비자 지각 이미지는 텍스트의 비중이 높고 개인
의 경험과 견해를 자유롭게 기록하는 ‘블로그’와 ‘카
페’ 정보원을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매체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을 선
택하였다. 데이터는 (주)더아이엠씨의 텍스톰(Textom)
을 통해 웹크롤링하였고, 선정된 브랜드명을 키워드
로 2014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게시
물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단, 블로그와 카페는 브랜

2. 연구대상 브랜드 및 수집기간 설정
연구대상이 될 브랜드 및 기간을 선정하기 위해 사
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데이터는 ‘캐주얼 한
복’을 키워드로 하여, 2013년에 시행된 한복 착용자의
고궁 무료입장 시기인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매체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NAVER)’와 ‘다음(Daum)’의 뉴스, 블로그, 카페로 하
여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정제 과정에
서 13개의 캐주얼 한복 브랜드가 확인되었다. 도출된
브랜드는 ‘리*(358건)’, ‘꼬*크(67건)’, ‘차*킴(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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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s in search data for casual Hanbok brands.

드 마케팅의 용도로도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
산자 기능을 통해 광고를 암시하는 특정적인 키워드
가 언급된 데이터는 제외하여 데이터에 오류가 포함
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
으로 필터링하여 브랜드 주도적 정보원과 소비자 지
각 정보원 간의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였다. 수집된 데
이터는 불용어들을 제거하고 유의어는 통합하는 전처
리 과정을 거친 뒤, 명사와 형용사만을 추출하여 분석
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의미연결망 분석의 여러 지표 중 연결정
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Cd)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Cb)을 기반으로 하였다. Cd는 한 노드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상대적
인 중심성 값으로 정규화하여 사용하였다(Zafarani et
al., 2014). Cb는 노드 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정도를 설
명하는 지표이다(Kwahk, 2014). 연결망 수치 및 시각
화는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사의 NodeXL을
통해 확보하였다.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분석은 매트
릭스 간 연관성을 검증하는 기법으로, 피어슨 상관계
수를 통해 상관성을 측정한다(Seon et al., 2021; Yang
& Hwang, 2005). 기존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진행되었
던 연결망 간의 차이 분석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강
하였으나, QAP 분석을 사용하면 차이의 정도를 정량
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Ci, 2016). QAP 상관관계 분석

은 퍼뮤테이션(permutation) 검정 개념을 기반으로 하
여 독립 매트릭스는 그대로 유지한 채 종속 매트릭스
를 반복적으로 재배열하여 상관계수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Krackhardt, 1987). 다만, 재배열 과정
은 무작위로 행해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산출
하기 위해서는 우연에 의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되어야만 한다(Kwahk, 2014). 매트릭스를 재배
열했음에도 처음 관측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록 우연에 의한 결과로 보며, 반대의 경우 우연에 의
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Kwahk,
2014). Ci(2016)의 연구에 따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와 브랜드 이미지의 QAP 상관관계는 브랜드가 의도
했던 아이덴티티가 이미지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QAP
분석을 통해 브랜드의 마케팅 의도가 소비자에게 얼
마나 정확하게 전달되었는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QAP 상관관계 분석은 Analytic Technologies
사의 Ucinet 6을 통해 수행되었다.

IV. 연구결과
1. 브랜드별 소비자 인구통계적 정보
각 브랜드별 소비자 세분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 브랜드별 검색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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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의 TF-IDF가 순위권 밖이었는데, 이를 고려하
면 한복 전문 브랜드에서 나아가 한복을 모티브로 한
패션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컬래버레이션’ 키워드를 살펴보면, ‘하이트진로’,

를 조회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 브랜
드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소비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
았으며 이는 C 브랜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연령대
의 경우 A 브랜드는 20대 소비자의 검색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 40대, 50대 이상, 10대의 순이었다. 반
면에 B 브랜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 10대의
순이었고, C 브랜드는 30대, 40대, 20대, 50대 이상, 10
대의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대체로 20대와 30대의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대는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A 브랜드는 10대, 20대 소비자의 비율이 타 브
랜드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타 브랜드들은 50
대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별 주
요 소비자층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스파오’와 상호연결되었다. 상기 키워드들은 ‘이색’,
‘젊다’ 키워드와도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A 브랜드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소비자에
게 트렌디하고 이색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컬래버레이션’은 ‘동북공정’
키워드와도 연결되었다. 이는 근래 대두되었던 한복
의 문화적 전유 현상을 반영하는 키워드로, A 브랜드
에 있어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은 사회적 활동으로도
활용됨을 알 수 있다.

2. 캐주얼 한복 브랜드 이미지

“모던 한복 브랜드 A 브랜드는 전통적인 한복의 디자인을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상

1) 브랜드 주도적 이미지

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동북공정 대응 한복 브랜드로 잘 알려진 A 브랜드와 국내 의

캐주얼 한복 브랜드의 주도적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TF-IDF 지수를 기준으로 브랜드별 최상위 100개
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Cd 지수와 Cb 지수를
산출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연결망 시각화는
<Fig. 2>와 같다.
A 브랜드의 주도적 이미지 중 최상위 Cd를 보인 키워
드는 ‘브랜드(.99)’, ‘생활(.95)’, ‘제품(.93)’, ‘패션(.90),
‘소비자(.90)’, ‘컬래버레이션(.89)’ 등이었다(Table 2).
상기 키워드들은 Cb도 최상위에 위치하여 A 브랜드가
표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
라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Cd 지수를 보인 ‘브랜드’ 키워
드는 ‘생활’ 키워드와 강한 연결강도가 나타났고, ‘현
대’, ‘심플’, ‘전통’, ‘데일리’, ‘의류’ 키워드와도 상호
연결되었다. 특히 A 브랜드는 타 브랜드와 달리 ‘한복’

류 브랜드 스파오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한복 파자마와 로브
를 선보였다.”

B 브랜드의 연결망에서 Cd 지수가 최상위로 나타난
키워드는 ‘한복(.99)’, ‘브랜드(.98)’, ‘생활(.85)’, ‘연령
(.80)’, ‘문화(.73)’, ‘데일리(.72)’, ‘전통(.72)’, ‘의류(.71)’,
‘패션(.71)’, ‘젊다(.69)’였다(Table 2). 특히 ‘브랜드’, ‘연
령’, ‘젊다’ 등의 키워드는 Cb 지수도 높은 순위에 자리
하여 젊은 세대를 타깃 소비자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Cd 지수가 도출된 ‘한복’ 키워드
는 ‘생활’, ‘브랜드’, ‘전통’, ‘문화’ 키워드와 강한 연결
강도를 보였으며, ‘브랜드’ 키워드는 ‘젊다’, ‘캐주얼’,
‘새롭다’, ‘스트리트’, ‘유니크’와 연결관계가 나타났

Table 1. Information on target consumer groups of casual Hanbok brands

Gender

Age

A Brand (%)

B Brand (%)

C Brand (%)

Woman

82.75

83.30

93.53

Man

17.25

16.70

6.47

10-19

5.66

2.84

2.95

20-29

41.03

23.09

19.41

30-39

33.06

39.08

32.03

40-49

13.77

21.31

26.91

More than 50s

6.43

13.50

18.58

: Age group that accounted for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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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p 20 keywords of marketer driven information source

No.

A Brand
Words

T.I.a

B Brand
Cdb

Cbc

Words

T.I.

C Brand
Cd

Cb

Words

T.I.

Cd

Cb

1

Brand

419.91

.99

146.69

Hanbok

47.42

.99

451.63

Hanbok

80.77

.99

273.14

2

Living

571.52

.95

119.15

Brand

89.07

.98

398.55

Designer

306.58

.93

209.61

3

Product

392.11

.93

113.12

Living

105.13

.85

228.09

Korea

329.73

.91

159.57

4

Fashion

488.37

.90

95.72

Age

90.67

.80

190.22

Brand

376.34

.91

156.43

Consumer

378.16

.90

104.33

Culture

73.70

.73

161.94 Modern times 202.87

.85

113.39

Collaboration 565.45

.89

96.91

Daily

69.53

.72

137.39

.84

131.55

5
6

Clothing

312.07

7

Designer

571.61

.85

90.24

Tradition

63.17

.72

143.66

Fashion

359.99

.83

114.94

8

Design

356.04

.84

72.20

Clothing

85.55

.71

129.51

Tradition

311.60

.81

96.39

9

Clothing

432.63

.83

59.09

Fashion

84.59

.71

135.86

Culture

406.00

.79

111.48

10

Tradition

383.92

.83

73.26

Young

82.43

.69

110.69

Design

243.59

.79

98.59

11

Daily

355.44

.83

66.45

Generation

74.64

.64

198.30

.78

87.15

12

Global

387.12

.82

66.50

Product

73.99

.63

103.61

94.74 Interpretation
Product

378.87

.77

87.50

13

Simple

323.64

.81

70.46

Design

57.34

.57

71.82

Global

203.05

.75

85.53

14 Modern times 397.07

.79

48.97

Korea

60.45

.55

59.13

Living

193.61

.67

54.20

15

Photo

.78

51.22

Modern times

76.29

.52

44.87

Shop

145.63

.63

41.98

16

Korea

410.85

.77

61.61

Photo

57.15

.49

51.80

One-piece

193.12

.62

44.31

17

BTS

594.49

.71

35.54

Consumer

42.72

.48

41.66

Exhibition

373.18

.60

57.29

18

Event

438.75

.71

81.31

Designer

76.00

.47

50.92

Cheollik

209.52

.60

40.24

19

Popularity

203.25

.69

32.66

Renewal

52.10

.47

38.39

Popularity

113.73

.59

36.74

20

Jeonju

717.12

.67

38.56 Professionalism

37.91

.47

39.09

Ready-made
clothes

118.39

.58

39.10

268.43

Sorted in descending order by Cd value.
a: TF-IDF
b: Degree Centrality
c: Betweenness Centrality

다. 이는 B 브랜드가 스트리트 영캐주얼 스타일을 표방
함을 의미한다. 특징적으로, ‘불편하다’ 키워드의 경우
‘한복’, ‘생활’, ‘전통’ ‘착용’, ‘감각’, ‘개선’ 등의 키워
드와 연결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B 브랜드는
기존 생활한복이 가진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젊은 세
대에게 트렌디한 브랜드로 지각되는 것에 목적을 두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 브랜드 연결망에서는 ‘한복(.99)’, ‘디자이너(.93)’,
‘한국(.91)’, ‘브랜드(.91)’, ‘현대(.85)’, ‘의류(.84)’, ‘패
션(.83)’, ‘전통(.81)’, ‘문화(.79)’, ‘디자인(.79)’의 Cd 지
수가 최상위로 나타났다(Table 2). 이 중 ‘한복’, ‘디자이
너’, ‘한국’, ‘브랜드’ 등의 키워드는 Cb 지수도 상위권
이었고, 특히 ‘디자이너’ 키워드는 ‘글로벌’, ‘광고’ 등
의 키워드와 상호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C 브랜
드는 책임 디자이너의 지명도를 중요시하며, 이를 매
개로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한복’ 키워드와 가장 강한 연결강도를 보
였던 키워드는 ‘브랜드’였으며, ‘젊다’, ‘기성복’, ‘데일
리’와도 연결되었다. 더불어 ‘브랜드’ 키워드는 ‘의

“B 브랜드는 영캐주얼 브랜드로, 2014년 런칭하였으며, 지

난해 12월 F/W를 시작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생활
한복이 아닌 K-컨템포러리 캐주얼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컬렉
션을 선보이고 있다.”
“한복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사이즈도 기성 의류와 동일하게 가져가 고객들이 보다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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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and driven image networks.

2) 소비자 지각 이미지

류’, ‘전통’, ‘한류’, ‘전문성’, ‘컬래버레이션’, ‘드라마’
와도 상호연결되었다. C 브랜드는 여러 브랜드와 컬
래버레이션을 시도하거나 대중매체에의 노출을 통해
젋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캐주얼 한
복의 세계화에 목표 의식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지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주도
적 정보원에서 추출한 TF-IDF 기준 최상위 100개의
주요 키워드가 사용되었다. Cd 및 Cb 지수를 산출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고, 연결망 시각화 이미지는
<Fig. 3>과 같다.
A 브랜드의 소비자 지각 이미지 중 높은 Cd 지수를
보인 키워드는 ‘생활(.99)’, ‘브랜드(.97)’, ‘의류(.94)’,
‘저고리(.91)’, ‘좋다(.91)’, ‘디자인(.89)’ 등으로, 상기
키워드들은 Cb 지수도 높았다(Table 3). 최상위 Cd 지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C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디자인

한 현대적인 한복을 대한민국 대표 궁궐을 배경으로 촬영해 전
통의 멋까지 함께 표현한 광고가 초대형 전광판을 통해 상영, 한
복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다.”

수가 나타난 ‘생활’ 키워드는 ‘판매’, ‘브랜드’, ‘스파
오’, ‘저고리’, ‘원피스’, ‘가격’ 등의 키워드와 강한 연
결강도가 나타났고, ‘젊다’, ‘예쁘다’, ‘편하다’, ‘새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영화 ‘해어화’의 의상을 담당했던

유명 한복 디자이너 ‘C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패션 디렉터로 참
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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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p 20 keywords of consumer driven information source

No.

A Brand

B Brand

C Brand

Words

T.I.a

Cdb

Cbc

Words

T.I.

Cd

Cb

Words

T.I.

Cd

Cb

1

Living

1249.92

.99

102.92

Living

377.88

.97

261.56

Hanbok

148.45

.99

97.23

2

Brand

956.44

.97

93.28

Brand

383.83

.95

241.89

Brand

744.04

.98

90.73

3

Clothing

582.64

.94

87.16

Age

337.42

.86

132.36

Living

982.01

.97

85.39

4

Jeogori

1110.36

.91

72.62

Clothing

272.97

.86

146.65

Designer

619.30

.97

87.69

5

Good

469.29

.91

70.54 Generation

147.31

.79

104.21

Good

473.27

.97

86.51

6

Design

472.43

.89

68.94

278.10

.78

103.18

One-piece

947.92

.96

81.14

7

One-piece

1089.95

.88

63.31

Daily

177.67

.78

122.65

Design

462.69

.96

85.34

8

Fashion

478.98

.86

59.21

Good

165.55

.71

81.58

Cheollik

1056.70

.95

75.90

9

Wear

434.84

.85

58.93

Design

141.12

.71

85.23

Clothing

600.57

.95

79.42

10

Price

784.83

.85

57.78

Young

146.55

.69

68.11

Daily

458.28

.92

70.64
67.72

Shop

11 Representative

564.94

.85

56.62

One-piece

273.38

.68

75.31

Photo

458.12

.89

12

Photo

461.78

.85

56.52

Jeogori

224.81

.68

60.29

Tradition

428.16

.88

61.48

13

Daily

591.16

.85

50.21

Skirt

203.20

.66

64.62

Style

347.85

.82

48.16

14

Purchase

669.21

.84

51.34

Product

156.37

.66

56.67

Pretty

348.90

.81

50.35

15

Product

684.77

.82

53.42

Tradition

151.76

.65

82.29 Modern times 283.08

.79

48.55

16

Jeonju

668.39

.81

48.10

Photo

295.92

.64

67.38

Korea

393.61

.78

45.10

17

Tradition

367.38

.80

45.75

Wear

124.12

.64

57.82

Fashion

387.99

.77

42.01

18

Skirt

500.07

.78

43.73

Culture

153.74

.63

61.82

Price

379.61

.77

41.39

19 Collaboration

615.08

.78

40.85

Price

179.15

.59

48.97

Skirt

406.04

.76

35.29

20

328.21

.76

42.93

Review

150.77

.58

42.47

Ready-made
clothes

292.63

.75

38.82

Pretty

Sorted in descending order by Cd value.
a: TF-IDF
b: Degree Centrality
c: Betweenness Centrality

다’ 키워드와도 연결되었다. 소비자들은 A 브랜드를
캐주얼 생활한복 브랜드로 지각하며,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스파오’, ‘컬래버레이
션’, ‘펀딩’이 상호연결되었는데, 이는 A 브랜드의 컬
래버레이션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나타내
며, 크라우드 펀딩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채널로
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한편, ‘부담’, ‘비싸다’ 키워
드가 출현하여 일각에서는 가격대에 대한 불만족 요
인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를 놓치지 않는 점이 참 매력이 있다. 비싸지만 입을수록 만족하
는 옷이 있는데, A 브랜드가 딱 그렇다.”
“A 브랜드에서 고구려 옷을 연구해서 생활한복을 낸다고 해

서 너무 기뻤다. A 브랜드의 퀄리티가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이고, 펀딩으로 나오는 A 브랜드는 가격이 꽤 파격적이라 기대
를 안 할 수가 없었다.”

B 브랜드의 연결망에서 Cd 지수가 최상위로 나타난
키워드는 ‘생활(.97)’, ‘브랜드(.95)’, ‘연령(.86)’, ‘의류
(.86)’, ‘세대(.79)’, ‘매장(.78)’, ‘데일리(.78)’, ‘좋다(.71)’,
‘디자인(.71)’, ‘젊다(.69)’였고, 대체로 Cb 지수도 최상
위로 나타났다(Table 3). 가장 높은 Cd 지수를 보인 ‘생
활’ 키워드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면, ‘브랜드’, ‘연령’,
‘판매’, ‘매장’과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

“요즘은 이런 한복을 데일리룩으로 입을 수 있게 나온대서 열

심히 검색 중에 A 브랜드라는 한복을 모티브로 한 캐주얼 브랜드
를 찾았어요. 와우 정말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가격이 꽤 세군요.”
“생활한복의 캐주얼함과 편리성을 살리면서 전통한복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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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sumer perceived image networks.

으로 높았던 ‘브랜드’는 ‘의류’, ‘젊다’, ‘디자인’, ‘전
통’, ‘현대’, ‘유니크’와 연결되었다. 소비자들은 B 브랜
드를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생활한복 브랜드로 인지
하며, 전통 모티브 디자인에 특별한 가치를 지각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제품’ 키워드는 ‘십장생’, ‘예쁘
다’, ‘곱다’ 등의 키워드와 연결되었다. ‘십장생’ 키워드
가 ‘자수’, ‘캐릭터’, ‘모티브’, ‘세련’, ‘감각’과 연결되
었고, ‘모티브’ 키워드는 ‘좋다’ 키워드와 연결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브랜드에서 선보인 캐릭터 제품에 대
해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적이면서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겠다는 정말 유니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여집니다!”
“십장생을 응용한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텍스타일

을 시즌마다 선보이고, 유니크한 스타일링 가능한 옷들을 선보
이고 있습니다.”

C 브랜드 연결망에서는 ‘한복(.99)’, ‘브랜드(.98)’,
‘생활(.97)’, ‘디자이너(.97)’, ‘좋다(.97)’, ‘원피스(.96)’,
‘디자인(.96)’, ‘철릭(.95)’, ‘의류(.95)’, ‘데일리(.92)’의
Cd 및 Cb 지수가 최상위로 나타났다(Table 3). 중심성
지수가 가장 상위에 위치한 ‘한복’ 키워드는 ‘생활’,
‘브랜드’, ‘전통’과 강한 연결강도가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C 브랜드를 기성복보다는 전통한복에 근
접한 생활한복 브랜드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영캐주얼 생활한복 브랜드 B 브랜

드, 얼마 전 한복 놀이단 친구들이랑 인사동 갔다가 매장을 발견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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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생활’ 키워드는 ‘철릭’, ‘원피스’, ‘리버티’, 키
워드와도 강한 연결강도를 보였다. C 브랜드의 제품
에 대해 돌잔치, 명절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입는 의
상으로 지각하기도 하며, ‘럭셔리’, ‘편하다’, ‘예쁘
다’, ‘새롭다’와 같은 키워드가 출현한 것으로 보아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A 브랜
드와 같이 ‘비싸다’ 키워드가 출현하여 가격대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하고자 하는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C 브랜드는 ‘드라마’, ‘박물관’, ‘문화유산’,
‘프리미엄’, ‘품격’, ‘독창성’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
다. 대중매체를 마케팅 채널로써 활용하거나 전시회
를 기획하는 등 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업 활동을 중심
으로 하며, 캐주얼 한복의 고급화 전략을 취한다는
점에서 타 브랜드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브랜드
연결망 간 QAP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브랜드가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브랜
드와 C 브랜드(r=.352, p<.01), B 브랜드와 C 브랜드
(r=.211, p<.05)의 유사성에 비해 A 브랜드와 B 브랜
드의 유사성(r=.656, p<.001)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동시출현 키워드 분석결과와 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전통한복 맞춤 브랜드인 C 브랜드는 독창적인 한복 디자인

으로 유명하지요～”
“아이를 안아도 부담없고 사진 찍었을 때 예쁜 옷으로 입자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C 브랜드 생활한복이 제격이었어요. 돌
잔치 옷으로 추천해요. 그리고 아직 예비 신부라면 전통한복도
예쁘지만, C 브랜드의 철릭 원피스를 추천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한복도 예쁘지만, 솔직히 C 브랜

“효***씨는 모던 한복 브랜드 A 브랜드와 협업한 ‘지구를 위

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다. 대신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한 한복’ 유니폼을 입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한복에는 약 90개의
페트병에서 뽑은 리젠 섬유가 사용돼 친환경 가치와 한국의 멋

3. 브랜드 이미지 일치성 평가

을 동시에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 브랜드는 한국적이면서 감각적인 아이템으로 유니크한

본 연구는 브랜드-소비자 간 동시출현 키워드와
QAP 분석을 통해 브랜드의 마케팅 의도가 소비자에
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
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브랜드-소비자 연결망 간
공유되는 키워드로 매트리스를 재구성하였고 매트리
스 구조의 일치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00번의 재배열 작업을 수행하였다(Seon et
al., 2021). 모든 동시출현 키워드를 종합한 시각화 결
과는 <Fig. 4>와 같으며, QAP 분석 결과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브랜드 연결망의 동시출현 키워드를 살펴보면, ‘젊
다’, ‘전통’, ‘데일리’, ‘패션’, ‘글로벌’, ‘스타일’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캐주얼 한복 브랜드들은 젊은 세
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캐주얼 한복의 기성
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캐주얼 한복 브랜드들은 각기 다른 지향점을 통
해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있었다. A 브랜드에서는 한
복을 모티브로 한 캐주얼 패션 브랜드를 표방함과 더
불어 ‘업사이클링’, ‘친환경’ 키워드가 나타나 윤리적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B 브랜드
도 한복 전문점이 아닌 캐주얼 패션 브랜드를 지향한
다는 점에서 A 브랜드와 유사하나 ‘개선’, ‘불편하다’
키워드가 나타나 한복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을 개

한복과 소품 등을 선보이며, 독특하지만 개성있고, 활동적인 느
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착용가능한 생활한복 전문 브
랜드이다.”
“티저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전통의상 디자이너인
‘C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 지금껏 보지 못

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선보인다.”

소비자 연결망의 동시출현 키워드를 살펴보면, ‘편
하다’, ‘리뷰’, ‘개량’, ‘코디네이션’, ‘데일리’, ‘명절’,
‘여행’, ‘엄마’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캐
주얼 한복의 착용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른 소비자의 후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캐
주얼 한복 브랜드 연결망과 ‘젊다’ 키워드를 공유한 것
은 젊은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둔 점을 소비자들도 인
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행’ 키워드와 ‘엄마’
키워드가 소비자 연결망에서만 출현한 것은 캐주얼
한복을 입고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의상을 맞춰 입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착용 행동을 보여준다.
소비자 지각 연결망에서 공통적으로 ‘코디네이션’
키워드가 출현하여 원문을 살펴본 결과, 캐주얼 한복
의 착장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행동에
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각에선 전통적
인 디자인으로 인해 기성복과의 조화에 다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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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rand-driven vs. consumer driven co-occurrence network.

성을 보였다. 또한 B 브랜드의 소비자 연결망도 C 브
랜드 소비자 연결망과 다소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r=.599, p<.001). 즉, 캐주얼 한복 브랜드에 대해 소비
자들이 지각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Table 4).

을 느꼈다는 소비자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과거와 비교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주얼 한복 상
품이 가진 전통적인 이미지가 일상복으로의 채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소비자 연결
망 간 QAP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A 브랜드의 소비
자 연결망은 B 브랜드(r=.736, p<.001) 및 C 브랜드
(r=.793, p<.001)의 소비자 연결망과 비교적 높은 유사

“원래 한 벌만 살까 하다가 디테일 컷 보고서는 ‘와～ 이번

한복 원피스는 엄마랑 같이 입기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Table 4. QAP correlation analysis

A Brand
A Brand

B Brand

C Brand

A Consumer

B Consumer

C Consumer

1.000

B Brand

.656***

C Brand

.352**

.211*

1.000

1.000

A Consumer

.703**

.471**

.130

B Consumer

.369**

.767***

.079

.736***

C Consumer

.486***

.490**

.435***

.793***

1.000

*p<.05, **p<.01, ***p<.001
: Correlation between brand networks.
: Correlation between driven network and consumer network for each brands.
: Correlation between consume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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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A 브랜드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와 컬래버
레이션을 하거나 크라우드 펀딩 전략을 시도함으로써
트렌디하고 이색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자 하였다. 또한 한복 전문 브랜드에서 나아가 현대적
인 패션 브랜드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
경 관련 키워드가 출현하여 이를 통한 윤리적 기업 이
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B 브랜드
는 스트리트 영캐주얼 스타일을 지향하였고, 기존 생
활한복에서 비롯된 스테레오 타입을 개선하고자 하는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 브랜드는 캐주얼 한복의 고급화와 세계화를 지
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방향성을 보였다. 이는
QAP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도 A 브랜드와 B 브랜드
의 유사성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C 브랜드는 두 브랜
드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
과가 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 지각 이미지를 살펴보면 A 브랜드의 소비자
들은 A 브랜드를 캐주얼 생활한복 브랜드로 지각하고
있었고,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 전략에 대해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B 브랜드의 소비자는 B 브랜드를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생활한복 브랜드로 인지하
였으며, 전통 모티브 캐릭터 디자인에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 반면에 C 브랜드의 소비자들은 C 브랜드에
대해 기성복 브랜드보다는 전통한복에 근접한 생활한
복 브랜드로 인지하였으며, 제품에 대해서는 돌잔치,
명절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입는 의상으로 지각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QAP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모든 소비자 연
결망은 상호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캐주얼 한
복 브랜드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대적이며 트렌디
한 생활한복 브랜드로 공통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캐주얼 한복에 대한 인식이 개성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고 하였던 Bae et al.
(2016), Choi et al.(20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
였다. 이어서 브랜드의 의도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정
확하게 전달되었는지 그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브랜드-소비자 연결망 간 QAP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 브랜드와 B 브랜드는 소비
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C
브랜드의 경우 타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상승시킬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더라고요.”
“청바지와 코디해서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잘 어울리고 격

식 차리는 자리에서 한복 저고리용으로 입어도 무난합니다.”
“저도 한복 좋아하는데 막상 한복을 어디에 입고 다니기란,

너무 과하기도 했고요.”

브랜드의 의도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
달되었는지, 그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브랜드-소비자 연결망 간 QAP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다(Table 4). A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주도적 연결망과
소비자 지각 연결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였다(r=.703, p<.01). B 브랜드 또한 브랜드-소비자 간
높은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767, p<.001).
이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원만
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C 브랜드의 경우에
도 유의한 유사성을 보였으나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435,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생활한복에서 비롯된 소비자의
스테레오 타입이 캐주얼 한복에 연장되고 있을 것이
란 가정에 따라 브랜드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았다. 캐주얼 한복 브랜드가 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개
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의도
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탐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캐주얼 한복 브랜드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세대를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는 인구통계적 정보
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검색데이터 조회결과
에 따르면 B 브랜드와 C 브랜드는 40대와 50대의 관심
비율이 A 브랜드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특히 C 브랜드
의 경우에는 50대 소비자 비율이 20대 소비자에 필적
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고
자 하는 브랜드의 의도와는 달리 연령대가 높은 소비
자층에게 선호됨을 의미한다. 즉, 브랜드에서 추구하
고자 하는 이미지대로 정확한 포지셔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깃 연령대에 맞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캐주얼 한복 브랜드들은 캐주얼 한복의 기성복화
라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각기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취함으로써 고유 이미지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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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

드와 소비자 간 비교적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

은 다음과 같다. 연결망 분석결과에 따르면 컬래버레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브랜드에서 추구하고

이션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이색적이고 긍정적인 이미

자 하였던 일부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지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 한복 관련 자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주얼 한복 브랜드에서는 소비

극물 시청이 선입견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자에게 정확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마

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Choi et al., 2016), 캐주얼 한복

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

브랜드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해

이며, 본 연구가 이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로 브랜드 주도적 이미지

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한다면 캐주얼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선입견 개

와 소비자 지각 이미지를 도출하여 브랜드의 마케팅

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도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었는가를 QAP 상관관계

일상 착용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캐주얼

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 학술적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로 인해 기성복과의 코

의의가 있으며, 이는 여러 브랜드의 디자인 개발, 마케

디네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

팅 전략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실무적 의의가

났다. 이는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있다. 한편, 브랜드별 이미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요인으로(e.g., Choi & Rhee, 2002; Kim et al., 2003;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한 것은 방법론의 특성상

Park & Kang, 2002), 지각된 스테레오 타입과 더불어

통계적 검증보다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캐주얼 한복의 대중화를 저해하는 본질적인 문제라

연구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이미지 분석결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캐주얼 한복의 가격대와 관련된

와 실제 이미지의 유사성을 평가하거나, 설문조사

소비자 불만족 요인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지각된 소

를 통해 브랜드 주도적 이미지와 소비자 지각 이미지

비가치가 가격대비 낮은 것 또한 구매욕구를 저해하

를 정량화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것을 제안한다.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업
에서는 가격설정에 대해 재고할 뿐 아니라 기성복과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의 코디네이션에 참고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물을 소
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나아가 생활한복의 유행성 이미지를 높이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고 전통성, 혁신성 등의 이미지를 낮추었을 때 구매의
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던 선행연구를 고려해 본다면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세트는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 가능함.

(Shim & Kim, 2003), 캐주얼 한복의 수요 증대를 위해
서는 제품 기획, 스타일링 정보를 제공할 때 실용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행성과 전통성 이미지의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
의 소비자는 캐주얼 한복과 생활한복을 동일한 복종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품 카테고리의 차별
화를 위하여 캐주얼 한복의 개념화에도 주목해야 할

6. 저자의 기여
JHS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원고 작성을 주로 담당
하였고, KHL은 데이터 해석과 검토를 주로 담당하였
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것이다.
과거 한복은 명절 또는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 입
는 예복으로 많이 착용되어왔으나, 최근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에 따라 캐주얼 한복이 주목을 받는 등 새로

7. 저자 정보
선준호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박사수료
이규혜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교수

운 착용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
비자들은 캐주얼 한복의 대중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캐주얼 한복 시장이 블루오션으로써 더욱 확
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QAP 상관관계 지수도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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