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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consumers’ awareness regarding the commerci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rough various channels or product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consumers in the Gyeonggi region(n=322) from 

June to August 2012.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placed on, and preferences for,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and Korean traditional patter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allowing recognition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clothing and fashion accessories were 

color, pattern, and textile type, in the respective order. Overall, consumers generally perceived higher importance 

in using the factor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clothing than in fashion accessories. Preferences for Korean 

traditional pattern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 of fashion item, i.e., clothing or fashion accessories, and also 

according to the age and gender of the consumer. Women generally showed a tendency to place higher value on 

Korean traditional patterns than men. The degree of preference was higher, as well. However, only a minor 

difference was seen according to pattern type. Women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plant patterns, literal patterns, 

and geometric patterns compared with men. The preferred type of traditional pattern wa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age. Consumers in their 20s and 40s presented a higher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colors when compared 

with the 30s group. On the other hand, the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patterns was higher among consumers 

in their 40s than those in their 20s or 30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awareness of consumers regarding 

Korean traditional textile reflected in clothing and fashion accessories differs according to gender or age. Thus, this 

implies the need to consider the differences in perceived importance and preferences among target consumer groups 

to develop various fashion products that use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Keywords: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한국 전통 소재 속성),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한

국 전통 문양 유형), importance(중요도), preference(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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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현대 사회는 세계화 사회로서 다양한 문화가 공

존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시장에서 타국과 차별

화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는 전통 문화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한스타일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한스타일 사업은 한국 원류로서 대

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국 음악 등의 전

통 문화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세계 무대에서 통할 가장 

대표적인 전통 문화의 제품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

로, 한류의 지속 확산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자국의 전통을 유지, 보존

하면서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 

복식의 경우, 전통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복 등으로 

착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통을 세계화, 대중화하

기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하거나 현대 복식에 적용 

등을 하고 있다. 자국의 전통을 현대 패션에 활용

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 브랜드로 국의 버버

리, 비비안웨스트우드, 중국의 상하이탕, 비비안탐, 

일본의 이세이미야케, 겐조 등이 있으며, 이러한 브

랜드들은 자국의 독자성을 세계인들의 미적 공감

각에 접근하여 보편화시켜 세계화를 하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 브랜드로는 

한복 업체들과 이 희, 이상봉 등의 디자이너 브랜

드들이 있다(Chae, 2007). 

이러한 시대에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복의 경우, 전통 한복을 복원, 유지하는 노력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소비자들이 만족하

고 보편적으로 착용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패션은 전통 

한복뿐 아니라 현대 패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으

므로 한국 전통을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전통의 

세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 전통을 반 한 패

션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대중화, 보편화되

지는 않은 실정이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에 관한 선행 연구들로는  

패션문화상품의 한국 전통 문양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Hyun & Bae, 2007),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방

안 연구(Chae, 2007), 패션문화상품의 한국 전통 문

양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Hyun & Bae, 2007), 전

통 문양과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패션소재기획(Park 

& Park, 2009), 전통 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연구 

분석(Kang & Cho, 2011), 한국 전통 문양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Jeon & Park, 2011) 등이 이루어

져왔다. 그러나, 한국 전통 소재 속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소비자의 중요도와 선호도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패션제품기획에 있어서의 소재기획의 중요한 점

은 기획대상인 표적 소비자 집단을 고려하고 트렌

드를 반 하며, 각각의 아이템에 적합한 소재를 선

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소재기획을 하

기 위해서는 섬유의 종류와 성질, 제조공정, 직⋅편

물의 설계, 염색, 디자인, 품질관리 등등 소재에 대

한 지식이나 정보, 제품화, 유통까지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Kweon et al., 2001; Park & Park, 2007). 

한국 전통 소재를 활용한 제품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해 제품 속성과 소비자의 중요도, 선호도 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패션 소재인 텍스타일은 포괄적이 의미를 내포

하며, 각종 섬유 제품을 말하며, 텍스타일 디자인이

란 섬유 위에 문양, 색상, 재질감을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Yu, 2010). 외국의 경우, 자국의 전통 문

양을 다양하게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전통 문양을 다양하게 개발하려는 사업들이 시행

되고 있다. 한국 전통 소재도 다양하게 개발, 활용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 전통 문양을 세

분화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알아보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

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 전통 소재 속성, 한국 전통 문양 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도, 선호도를 알아보고,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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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후, 이를 제품 전략 수

립에 적용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 선

호도를 고려하여 표적 소비자 집단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한국 전통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을 다

양하게 개발하여 한국 전통 패션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Background

1. Current status of fashion product using 

Korean traditional textile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의 현황

을 살펴보면, 전통 한복 업체들이 생산하는 전통 

한복이 있으며, 전통 한복을 현대화시키고 있는 디

자이너 브랜드들이 생산하는 현대화된 패션 제품, 

국내 문화상품점에서 판매하는 전통문화상품 등이 

있다. 이 희는 프랑스 오트꾸뛰르, 프레타포르테에 

한복을 현대화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한산모

시를 소재로 오트쿠튀르 패션쇼를 열었다(Donga.com, 

2012). 2013 컨셉코리아 패션쇼는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구광역시, 한국패션산업

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행사로, 한국의 전통색상인 오

방색을 주제로 뉴욕컬렉션에 참가하 다(Heraldbiz.com 

2012). Hyun and Bae(2007)는 전통문화상품 판매점

을 조사한 결과, 패션문화상품에는 전통 문양과 조

각보 기법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외 천연 염

색 기법을 이용한 아이템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 문

양이 활용된 패션문화상품은 액세서리류가 35.4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패션 의류 

및 잡화로 32.5%, 생활문화상품이 32.08%로 파악

되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패션 제품은 의

류 제품, 잡화 제품, 액세서리, 생활 용품 등으로 개

발되어 관광지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전통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

나, 아직 대중화되지 않고 유통도 제한적이며 제품 

유형도 제한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소비자들은 여러 정보 단서들을 가지고 제품을 

평가하게 되는데, 제품 속성은 정보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의복 속성이란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다양

하게 연구되어 왔다. Lee(1995)는 의복 속성을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상표, 가격)으로 분류하고, 내적 

기준을 다시 미적 기준(유행, 스타일, 색)과 실용적 

기준(옷감, 바느질, 편안성, 관리성)으로 패션 제품

의 속성을 구분하 다. Park and Lim(1999)는 의류 

제품 속성을 객관적 속성(가격, 상표, 색상, 디자

인), 주관적 속성(혁신성, 개성, 실용성, 품위, 유행

성)으로 구분하 다. 

패션 소재의 속성은 소재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

들을 말하며, 의복 속성 중 소재에 해당하는 속성

들, 즉, 소재 종류, 색, 무늬(문양)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의 속성은 소재 속성들

에 한국 전통이 반 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소재 종류는 면, 마, 견 등 천연 소재를 포

함하고, 색은 천연 염색을 통한 자연스러운 색이나 

한국 전통 색인 오방정색(청, 적, 황, 백, 흑), 오방

간색(녹, 벽, 홍, 자, 유황), 색동 등(Raim Design 

Institute)을 포함하며, 문양은 한국 전통을 반 한 

문양들(Kang & Cho, 2011; Hyun & Bae, 2007; Jeon 

& Park, 2011)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3. Korean traditional pattern 

문양이란 물체의 겉에 나타나는 장식 무늬의 형

태를 말하며(Fashion dictionary, 1999), 점이나 선, 

색채를 도형과 같이 형상화하여 미적 감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요소로서,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사

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Lim, 2004). 

따라서 문양은 의식의 반 이며, 정신활동의 산물

임과 동시에 창조적 미화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Park, 2009). 

전통 문양에 대한 선행연구(정복상, 정이상, 1995; 

안상수, 1995; 정진순, 2004; 김혜경 등, 2004; 권경

자, 1999; 김 숙, 2000)뿐 아니라, 현재 패션소재기

획을 담당하는 많은 디자이너들과 머천다이저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문양과 디자인을 통한 한국

패션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

히 전통 문양이나 디자인을 의복에 적용하여 과거

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감각 속에 내재한 

문양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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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형감각을 패션화하기 위한 패션디자인 발상

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Park, 2009).

한국 전통 문양은 다양하며, 선행 연구들에서 이

를 분류하여 왔다. Kang and Cho(2011)은 의류학 

관련 분야에서 전통 문양의 활용에 관한 기존 연구

들을 대상으로 분석하 으며, 전통 문양 유형을 자

연문, 동물문, 식물문, 기하문, 수복어문으로 구분

하 다. 

Park(2000)은 문양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족적 

지혜와 정신생활 속에서 우리의 풍토와 기질에 맞

추어 정신적 감정을 표현하며 발전하여왔고, 정신 

문화의 내용에 포괄되어 나타나며, 그 시대의 복식

에 나타난 직물문양 양식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문

화를 알 수 있다고 하 다. 그리고, 한국 전통 문양

<Table 1>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otifs

Pattern Image of pattern Signification of pattern

Animal pattern

Dragon Preside the nature, interrupt of evil

Phoenix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and sincerity

Fish Success in life

Plant pattern

Lotus flower Cleanliness, purity, reproductive prosperity

Ivy Longevity, continuity

Peony Beauty, wealth

Four gracious plants Scholarly spirit & fidelity

Artificial pattern
Cloisonne Lucky sign

Cintamani All’s well

Landscape pattern
Cloud Ageless

Rock Longevity

Literal pattern
Number Longevity

Luck and longevity Party platform

Geometric pattern
Taegeuk Development, prosperity

Eight diagram Rise & fall, fortunes

Composite pattern
Fish notes leisure of life, success of life and conjugal harmony, and 

newly means longevity when fish join with reed.

www.culture.go.kr, Jeon & Park, 2011

을 기하문, 동물문, 식물문, 길상문, 길상어문 등으

로 구분하 다.

Hyun and Bae(2007)은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전통 문양의 유형을 기하문, 

동물문, 식물문, 길상도안, 문자문으로 구분하 다. 

Jeon and Park(2011)는 다양한 전통 문양을 활용

한 이론적 문헌적 고찰을 하여 문양 유형을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문, 자연문, 문자문, 인공문, 복합문

으로 구분하 다. 이 연구에서, 문양을 그 소재와 

의미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 다. 용이나 봉황 등 

동물을 소재로 할 수 있으며, 연꽃이나 대나무 등 

식물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다. 문자 무늬나 기하

학 무늬도 있으며, 인공물 소재도 있다. 문양 중에

서는 장수를 상징하며, 열 개의 사물을 같이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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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at is applied to the design (www.culture.go.kr)

는 십장생문 아들이 많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포

도와 여러 아이들을 같이 나타낸 복합문도 있다.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 문양을 다양하게 개발, 적

용하려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국제 캐릭터, 로고 

및 디자인 전시회인 ‘라이센싱 아시아 2006’에 우리

의 전통 문양을 응용한 10여종의 생활용품과 인테

리어 제품용 디자인을 출품하 다(www.culture.go.kr).

이와 같은 다양한 한국 전통 문양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한국 전통 소재와 문양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 전

통 문양 유형을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문, 자연문, 

문자문, 인공문, 복합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

Ⅲ. Methods

1. Subjects for study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하 으며, 

실증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하 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를 알아보고,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를 알

아보고자 하 다. 그리고, 소비자 특성에 따른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보

고, 소비자 특성에 따른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

호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1-1.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1-2.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2-1.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

한 선호도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2-2.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

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소비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한

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

아본다.

3-1. 소비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의류 제품

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알

아본다.

3-2. 소비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4. 소비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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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4-1. 소비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 문제 4-2. 소비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다.

2. Measuring instruments

본 연구의 척도는 문헌 연구(Lee, 1995; Park & 

Lim, 1999; Hyun & Bae, 2007; Cho, 2011; Jeon & 

Park, 2011) 결과,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작성하 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은 세부 속성으로 한국 

전통 색, 소재 종류, 문양의 3개 속성으로 구분하고, 

각 속성을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들에 대한 중요도를 의류와 패

션 잡화를 구분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한국 전통 문양 유형은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

문, 자연문, 문자문, 인공문, 복합문의 7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을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그리

고, 한국 전통 문양 유형들에 대한 선호도를 의류

와 패션 잡화를 구분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하 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

다.

3. Research object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 다. 2012년 6월~8월

에 설문 조사를 하 으며, 370부를 배포하여 최종 

총 32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조사 대상자의 인

구통계적 특성은 남자 156명(48.4%), 여자 166명

(51.6%)이고, 연령별로는 20대 109명(33.9%), 30대 

108명(33.5%), 40대 105명(32.6%)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clothes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Korean traditional color Kind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Korean traditional pattern

Mean 5.52 4.92 5.53

S.D. .862 .691 .924

4. Analysis method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9.0(ver.)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분석, Scheffe 분석을 실시하 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

tional fashion textile

1)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

ditional textile in clothes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중요도 평균값은 모든 속성

에서 4점 이상으로 나타나(Table 2),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류제품에 사용하는 한국 전통 소재 요

소에 대한 중요도는 색(5.52), 문양(5.53), 소재 종

류(4.92)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에 대해 한국 전통 소재를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 패

션 소재를 활용한 의류 제품 기획, 개발을 더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속성인 

한국 전통 문양, 색, 소재 종류의 순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의류 제품 개발을 해야 소비자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으며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2)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

ditional textile in fashion accessories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평균값은 모든 속성에

서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3). 패션잡화에 대

한 한국 전통 소재로서 중요시하는 요소는 색(5.20), 

문양(4.89), 소재 종류(4.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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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fashion accessories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Korean traditional color Kind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Korean traditional pattern

Mean 5.20 4.75 4.89

S.D. .962 .969 .823

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속성인 한국 전통 색, 문양, 

소재 종류의 순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패션 잡화 

제품 개발을 해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

며,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2.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

ditional pattern 

1) Preference about type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clothes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를 알

아보았다. 평균값은 모든 속성에서 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문양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

으나, 평균값의 순서는 식물문양(4.92), 기하학문양

(4.87), 문자문양(4.77), 자연문양(4.76), 복합문양

(4.75), 인공문양(4.67), 동물문양(4.51)의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4).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식물문양, 

기하학문양, 문자문양, 자연문양, 복합문양을 활용

하여 의류 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able 4>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clothes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tem
Animal

pattern

Plant

pattern

Literal

pattern

Landscape

of nature

Artificial

pattern

Geometric

pattern

Composit

pattern

Mean 4.51 4.92 4.77 4.76 4.83 4.67 4.75

S.D. 1.018 1.206 1.043 1.072 .987 .889 .931

<Table 5>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fashion accessories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tem
Animal

pattern

Plant

pattern

Literal

pattern

Landscape

of nature

Artificial

pattern

Geometric

pattern

Composit

pattern

Mean 4.51 5.07 4.99 5.03 4.70 4.67 4.80

S.D. .977 1.023 .987 .963 1.037 1.196 1.125

2) Preference about type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fashion accessories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를 알아보았다. 평균값은 모든 속성에서 4점 이상

으로 나타났다(Table 5). 선호하는 문양은 식물문양

(5.07), 자연문양(5.03), 문자문양(4.99), 복합문양

(4.80), 기하학문양(4.70), 인공문양(4.67), 동물문양

(4.5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Difference in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1) Difference in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clothes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성별에 따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 전통 

색, 한국 전통 소재 종류, 한국 전통 문양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속성들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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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in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clothes according to gender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Gender Mean S.D. t-value P-value

Korean traditional color
Man 5.10 1.023

 －9.585*** .000
Woman 5.92  .372

Kind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Man 4.79  .921

－3.259** .001
Woman 5.04  .318

Korean traditional pattern 
Man 5.08 1.141

 －9.621*** .000
Woman 5.96  .255

*p<.05, **p<.01, ***p<.001

의 중요도가 남성보다 높아, 여성이 한국 전통 소

재 속성들을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Table 6).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의류 제

품 개발 시 여성복과 남성복에 각각 여성과 남성이 

중요시하는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며, 여성이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에 대

해 중요도가 남성보다 높으므로(p<.01) 특히 여성

복에 한국 전통 색, 소재 종류, 문양을 활용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이다.

연령에 따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 전

통 색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7). 

한국 전통 색, 한국 전통 문양 속성에서 30, 40대가 

20대보다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Table 7> Difference in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clothes according to age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Age Mean S.D. F-value p-value
Scheffe

test

Korean traditional color

20s 5.31 1.016

5.122 .006** a<b, c30s 5.60  .820

40s 5.66  .677

Kind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20s 4.91  .888

.037 .96330s 4.93  .607

40s 4.93  .524

Korean traditional pattern

20s 5.28 1.170

6.995 .001** a<b, c30s 5.71  .724

40s 5.62  .752

*p<.05, **p<.01, ***p<.001

Scheffe test (a=20s, b=30s, c=40s)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의류 제품 개발 

시, 연령대에 따라 중요시하는 속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0, 40대를 표적 소비자 집단으로 

하는 패션 기업은 의류 제품 개발 시 한국 전통 색, 

문양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Difference in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fashion accessories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성별에 따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

국 전통 색, 한국 전통 소재 종류, 한국 전통 문양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able 8) 여성

이 남성보다 더 이러한 요소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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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 in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fashion accessories according to gender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Gender Mean S.D. F-value p-value

Korean traditional color
Man 4.98 1.006

－4.033*** .000
Woman 5.40  .874

Kind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Man 4.62  .815

－6.162*** .000
Woman 5.15  .744

Korean traditional pattern 
Man 4.60 1.033

－2.587* .010
Woman 4.88  .886

*p<.05, **p<.01, ***p<.001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패션 잡

화 제품 개발 시 여성복과 남성복에 각각 여성과 

남성이 중요시하는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용 패션 잡화 제품에 한

국 전통 색, 소재 종류, 문양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이다.

연령에 따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 

전통 색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한국 전통 색은 30대가 20, 40대보다 중요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Table 9). 이러한 결과는 30대를 표

적 소비자 집단으로 정하여 패션 잡화 제품 개발 

시 한국 전통 색을 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Table 9> Difference in importance about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in fashion accessories according to age 

Attributes of Korean traditional fashion textile Age Mean S.D. F-value p-value
Scheffe

test

Korean traditional color

20s 4.93 1.025

12.564*** .000 b>a, c30s 5.55  .901

40s 5.12  .851

Kind of Korean traditional textile

20s 4.94  .980

 1.406 .24730s 4.94  .863

40s 4.78  .554

Korean traditional pattern

20s 4.71 1.149

 2.610 .07530s 4.62  .806

40s 4.91  .900

*p<.05, **p<.01, ***p<.001

Scheffe test (a=20s, b=30s, c=40s)

4. Difference in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1) Difference in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clothes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성별에 따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식물문양(p<.001), 문

자문양(p<.05), 기하학문양(p<.001)에 대하여 여성

이 남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여성이 식물문양, 문자문양, 기하학문양을 더 선호

하므로 여성복 기획, 개발 시 이러한 문양을 더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연령에 따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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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 in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clothes according to gender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Gender Mean S.D. t-value p-value

Animal pattern 
Man 4.41 1.015

－1.752 .081
Woman 4.61 1.014

Plant pattern 
Man 4.38 1.155

－8.597*** .000
Woman 5.42 1.022

Literal pattern 
Man 4.62 1.188

－2.441* .015
Woman 4.90  .868

Geometric pattern 
Man 4.45 1.166

－5.275*** .000
Woman 5.05  .883

Landscape of nature 
Man 4.76 1.054

－1.225 .221
Woman 4.90  .919

Artificial pattern 
Man 4.72  .927

  1.110 .268
Woman 4.61  .850

Composit pattern 
Man 4.81 1.052

   .937 .350
Woman 4.72  .800

*p<.05, **p<.01, ***p<.001

<Table 11> Difference in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clothes according to age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Age Mean S.D. F-value p-value
Scheffe

test

Animal pattern

20s 4.30 1.159

 3.634 .028* a<b, c30s 4.59 1.033

40s 4.65  .796

Plant pattern

20s 4.71  .885

28.338 .000*** b<a, c30s 4.23  .744

40s 5.08  .829

Literal pattern

20s 4.69  .930

 5.336 .005** a, b<c30s 4.61 1.049

40s 5.00  .747

Geometric pattern

20s 4.57  .917

30s 4.96 1.191

40s 4.77  .973

Landscape of nature

20s 4.83  .948

30s 4.76 1.067

40s 4.69 1.195

Artificial pattern

20s 4.83  .948

  .517 .59730s 4.76 1.067

40s 4.69 1.195

Composit pattern

20s 4.70 1.176

 5.370 .005** a<b, c30s 5.02 1.061

40s 5.27  .731

*p<.05, **p<.01, ***p<.001

Scheffe test (a=20s, b=30s, c=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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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동물문양, 식물문양, 

문자문양, 복합문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1). 동물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선호도가 

높고(p<.05), 식물문양은 30, 40대가 20대보다 높으

며(p<.001), 문자문양은 40대가 20, 30대보다 높고

(p<.01), 복합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높게 나타났

다(p<.05).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의류 제품 개

발 시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동물문

양, 문자문양, 복합문양은 40대에, 식물문양은 30, 

40대에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Difference in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fashion accessories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성별에 따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동물문양(p<.01), 

기하학문양(p<.001), 자연문양(p<.001), 복합문양(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2). 유의한 문

양 유형들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동물문양, 기하학문양, 자연문양, 복합문양을 여성

용 패션 잡화 제품에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Table 12> Difference in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fashion accessories according to gender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Gender Mean S.D. t-value p-value

Animal pattern 
Man 4.31  .989

－3.479** .001
Woman 4.69  .933

Plant pattern 
Man 5.11 1.069

  .585 .559
Woman 5.04  .981

Literal pattern 
Man 4.97 1.074

 －.400 .689
Woman 5.01  .901

Geometric pattern 
Man 4.64 1.083

－7.651*** .000
Woman 5.40  .650

Landscape of nature 
Man 4.40 1.052

－5.258*** .000
Woman 4.99  .941

Artificial pattern 
Man 4.54 1.166

－1.887 .060
Woman 4.79 1.215

Composit pattern 
Man 4.59 1.223

－3.219** .001
Woman 4.99  .991

*p<.05, **p<.01, ***p<.001

것이다. 

연령에 따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동물문양, 식물문

양, 자연문양, 복합문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able 13). 동물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선호도

가 높고(p<.01), 식물문양은 40대가 20대, 30대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며(p<.001), 자연문양은 30대가 20

대보다 높고(p<.05), 복합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선호도가 높았다(p<.001).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

용한 패션 잡화 제품 개발 시 자연문양은 30대, 동물

문양, 식물문양, 복합문양은 40대를 대상으로 더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패

션 제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 전통 소재 속

성, 한국 전통 문양 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도, 

선호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 다. 

의류 제품과 패션소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사용의 중요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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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ifference in preference about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in fashion accessories according to age 

Types of Korean traditional pattern Age Mean S.D. F-value p-value
Scheffe

test

Animal pattern

20s 4.26 1.084

 6.098** .003 a<b, c30s 4.56 1.053

40s 4.70  .692

Plant pattern 

20s 4.90 1.105

11.001*** .000 a, b<c30s 4.89 1.138

40s 5.45  .650

Literal pattern 

20s 4.93  .900

  .641 .52830s 4.97 1.148

40s 5.08  .895

Geometric pattern

20s 4.89  .854

 1.779 .17130s 5.10 1.135

40s 5.10  .865

Landscape of nature

20s 4.51 1.085

 4.694* .010 a<b30s 4.94  .920

40s 4.67 1.062

Artificial pattern 

20s 4.71 1.074

 1.370 .25630s 4.52 1.397

40s 4.78 1.083

Composit pattern

20s 4.56 1.190

 3.849* .022 a<c30s 4.87 1.161

40s 4.96  .980

*p<.05, **p<.01, ***p<.001

Scheffe test (a=20s, b=30s, c=40s)

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통 의류나 패션소

품 제품에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전통 소

재 요소에 대한 중요도 순서는 색, 문양, 패션 소재 

종류의 순이었다.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 순서는 

식물문양, 기하학문양, 문자문양, 자연문양, 복합문

양, 인공문양, 동물문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 순서는 

식물문양, 자연문양, 문자문양, 복합문양, 기하학문

양, 인공문양, 동물문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

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는 한국 전통 색, 한국 전통 소재 종류, 

한국 전통 문양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속성들에서 여성의 중요도가 남성보다 높

아, 여성이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을 더 중요시함

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 전통 색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전통 색, 한국 전통 문양 속성에서 30, 40대가 

20대보다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

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는 한국 전통 색, 한국 전통 소재 

종류, 한국 전통 문양 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유의한 속성들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중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패션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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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 전통 색 속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전통 색은 30대가 20, 40

대보다 중요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

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

이는 식물문양, 문자문양, 기하학문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문양 유형들에 대해 여성

이 남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

른 의류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 차

이를 알아본 결과, 동물문양, 식물문양, 문자문양, 

복합문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물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선호도가 높고, 식물문양은 30, 40

대가 20대보다 높으며, 문자문양은 40대가 20, 30

대보다 높고, 복합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높게 나

타났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

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

도 차이는 동물문양, 기하학문양, 자연문양, 복합문

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문양 유형

들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른 패션 잡화 제품의 한국 전통 문

양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동물문양, 

식물문양, 자연문양, 복합문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물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선호도가 

높고, 식물문양은 40대가 20대, 30대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며, 자연문양은 30대가 20대보다 높고, 복합

문양은 40대가 20대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마케팅 전략에 반 한다면, 한국 

전통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을 중요시하고 선호

하는 소비자 범위를 남성, 여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패션 

기업은 패션 제품 유형별 표적 소비자 집단의 중요

도, 선호도가 높은 요인을 더 개발, 적용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에 대해 한국 전통 소재를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 패

션 소재를 활용한 의류 제품 기획, 개발을 더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속성인 

한국 전통 문양, 색, 소재 종류의 순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의류 제품 개발을 해야 소비자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으며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패션 잡화 제품에 대해 한국 전통 소재를 보통 이

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패션 잡화 제품 기획, 개발을 더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속성인 한국 

전통 색, 문양, 소재 종류의 순으로 중요도를 고려하

여 패션 잡화 제품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의류 제품에 대해 한국 전통 문양을 보통 이상으

로 선호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 패션 문양을 활용

한 의류 제품 기획,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

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식물문양, 기하학문양, 문자

문양, 자연문양, 복합문양, 인공문양, 동물문양의 

순으로 활용하여 의류 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소비

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패션 잡화 제품에 대해 한국 전통 문양을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고 있으므로 한국 전통 패션 문양

을 활용한 패션 잡화 제품 기획, 개발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식물문양, 자연

문양, 문자문양, 복합문양, 기하학문양, 인공문양, 

동물문양의 순으로 활용하여 패션 잡화 제품 개발

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의류 제

품 개발 시 여성복과 남성복에 각각 여성과 남성이 

중요시하는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며, 여성이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에 대

해 중요도가 남성보다 높으므로 여성복에 한국 전

통 색, 소재 종류, 문양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의류 제

품 개발 시, 연령대에 따라 중요시하는 속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0, 40대를 표적 소비자 

집단으로 하는 패션 기업은 의류 제품 개발 시 한

국 전통 색, 문양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패션 잡

화 제품 개발 시 여성복과 남성복에 각각 여성과 

남성이 중요시하는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이 한국 전통 소재 속성

들에 대해 중요도가 남성보다 높으므로 여성용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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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잡화 제품에 한국 전통 색, 소재 종류, 문양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 전통 패션 

소재 속성에 대해 20, 30, 40대 모두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패션 잡화 제품 개발 시 다양

한 연령대에 대해 한국 전통 소재 속성들을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 전통 색은 30대가 20, 40대

보다 중요도가 높으므로, 30대를 표적 소비자 집단

으로 정하여 패션 잡화 제품 개발 시 한국 전통 색

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의류 제품에 대한 한국 전통 문양 선호도가 남

성, 여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류 제품 개발 시 남성복과 여성복

에 각각 여성과 남성이 선호하는 문양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의류 제품에 대한 한국 전

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가 각 연령대별 보통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한국 전통 문양을 다양한 연

령대를 대상으로 의류 제품에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의류 제

품 개발 시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문양을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패션 잡화 제품에 대한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 남성 모두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으므로 패션 잡화 제품 기획, 개발 시 한국 전

통 문양을 남성용, 여성용 패션 잡화 제품을 대상

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 전통 

문양을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하여 활용하고 연령

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문양을 패션 잡화 

제품에 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특성에 따른 중요도를 

고려하여 표적 소비자 집단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한국 전통 패션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을 다양하

게 개발하여 생산,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시

장 확대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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