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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eks a method to objectively evaluate sensibility based on Big Data in the field of design.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examined the sensibility responses on design factors for the public through a net-

work analysis of texts displayed in social media. ‘Hanbok’, a formal clothing that represents Korea, was

selected as the subject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We then collected 47,677 keywords related to Hanbok

from 12,000 posts on Naver blogs from January 1
st

 to December 31
st

 2015 and that analyzed using social

matrix (a Big Data analysis software) rather than using previous survey methods. We also derived 56 key-

words related to design elements and sensibility responses of Hanbok.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Ucinet6. The visualization of the network text analysis allowed the categori-

zation of the main design factors of Hanbok with evaluation terms that mean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sensibility responses. We also derived key evaluation factors for Hanbok as fitting, rationality, trend, and

uniqueness. The evaluation terms extracted based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ies of atypical

data have validity as a scale for evaluation and are expected to be suitable for utilization in an index for sen-

sibility evaluation that supplements the limits of previous surveys and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The net-

work text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provides new guidelines for the use of Big Data involving sen-

si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e field of design.

Key words: Big Data, Social media, Sensibility evaluation, Network text analysis; 빅데이터, 소셜 미디

어, 감성평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I. 서 론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는 고정기기가 갖지 못한

이동성과 휴대성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환경을 형성하며 교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Blog)와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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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는 많은 수의 추종자(Follower) 또는 지지

자(Supporter)를 보유하면서 그 어떤 매체보다도 손쉽고

빠르게 정보의 확산과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을 가속화

하며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

터를 폭발적으로 발생 및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

디어는 강한 유대관계 속에서 관심 주제에 대하여 사람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는 강력한

파급효과를 갖는다. 이에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전자

적 입소문(Eletronic Word-On-Mouth; eWOM)의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상의 오피니언 리더에 주목하고

있다(Ding & Wang, 2010). 또한, 관광분야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동기에 대한

분석(Huang et al., 2010)과 더불어 비정형적인 빅데이터

정보의 특성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Luo & Zh-

ong, 2015). 그 외에 온라인 상의 사용자들의 리뷰를 바

탕으로 한 데이터 탐색은 광고분야(Lee & Youn, 2009;

Riegner, 2007), 식품분야(Zhang et al., 2010) 및 예술분

야(Park, 2014)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패션분야의 경우 글로벌 패션기업들을 중심으로 마켓

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드스트

롬(Nordstrom)은 지난 5년간 약 1조 180억 원을 투자하

여 리테일 넥스트(Retail Next)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

와서 움직이는 동선, 머무르는 시간, 특정 위치에서의 행

동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 등은 판매 점원에게 실시간으

로 전송되는데, 이를 통하여 고객의 선호도에 대한 개개

인의 맞춤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hin, 2014). 또

한, 갭(Gap), 타겟(Target), 길트 그룹(Gilt Group)과 같은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패션디자이너

나 바이어의 직관적 감각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패션마켓에서 빅데이터는 현재 존재하

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판매되고 있으며, 얼

마나 빨리 상품이 팔렸는지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모니

터링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경영전략 창출 및 활성화

에 새로운 접근을 이끌어내고 있다(Jang, 2014). 이 밖에

자라, 유니클로,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데이터 수집

으로 자체 상품 재고를 분석하고, 이를 상품기획과 판매

를 위한 소비자 관련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며 정량데이

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이상의 패션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

용은 주로 경영방법에서의 유통, 서비스, 마케팅에 적용

되는 경향을 보이며, 빅데이터가 다방면으로 활용가치

가 높은 자산임에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빅데이터

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미학적 가치에 중점을 두

는 개발 중심에서 점차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감성적 니즈를 도출하는 감성평가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An and Lee(2016)는 패션디자인 분야 감성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나타나는 대

부분의 감성평가연구에서 Osgood(1952)의 의미미분법과

Nagamachi(1989)의 감성공학의 방법을 바탕으로 언어적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감성평가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해

외에 비해 국내 평가방법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성평가연구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평가방법은 복

잡하고 미묘한 응답자의 세부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감성

어휘를 5점, 7점 등의 통계적 방법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형태, 재질, 이미지, 컬러 등의 평가요인에 대한 정량적 감

성평가결과를 도출하는 장점을 가진다(An & Lee, 2015;

Kim & Ryu, 2011; Kim & Lee, 2009; Kim & Choi, 2010).

다만, 설문조사 감성평가의 경우 응답자가 감성의 느낌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여 일률

적으로 평가되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나 전문가 집단 설문연구를 통해 추

출된 감성어휘척도에 의한 감성평가라는 점에서 사용자

의 감성평가결과 분석이 정해진 척도항목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탐색적 분석이 어려

우며, 시대에 따라 어휘는 의미와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척도의 일관성에 대하여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패션디자인은 사용자를 중심으

로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정성적, 정량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더욱 탐색적인 디자인 감성평가로의 패러다임

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중들의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

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성평가방

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복식으로 대중에게 공통적으로 인식

되는 한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셜 메

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 2.0)을 활용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고, 핵심 키워드와 감성적 반응의 구조를 탐

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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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주로

유통, 마케팅의 상업적인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학

술적 디자인 분석에서의 빅데이터 분석방법에 대한 연

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의 감

성적 니즈를 분석하는 기존의 감성평가방법에 대하여 빅

데이터에 바탕한 새로운 감성평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빅데이터의 개념 및 특징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2010년 2월, 미국의『이코노미

스트지(The Economist)』에 ‘데이터 폭우(The Data Del-

uge)’라는 제목으로 스페셜 리포트가 실리면서 등장하

였고(Cukier, 2010), 그 이후 IT 트렌드 용어처럼 퍼져 산

업 및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Jung, 2013). 빅데이

터에 대한 정의로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McKin-

sey Global Institute)는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툴에 의해서는 데이터를 저장, 관리

및 분석을 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고(Brown et al., 2011), Davenport(2014)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유입으로 정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로는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정의

하였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란 엄밀히 확정된 학술용어

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

적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규모의 비구조화된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자체를 포함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

체는 큰 규모의 데이터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관리

하고 분석하는 인력과 조직 및 관련 기술까지 모두 포괄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Ham & Chea, 2012).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기존에 축적된 다양한 종류와 방

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일정한 사회적 흐름을 포

착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에 있

다(Behrendt et al., 2014).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에는 크

게 데이터 관리 기술과 분석 기술이 있는데, 이들 기술에

서 새로운 것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다루는 숫자

의 열과 행의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연속

적으로 유입되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데이터 관

리 기술에는 이전에 사용되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비

정형적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MongoDB와 같은 크

로스플랫폼(Cross-platform)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사

용되는데, 이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에 끌어다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

터의 집계, 모델링, 시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전통적

인 방법의 SAS, SPSS 등의 통계분석도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 특성 상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시각적 형태로 분석결과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통

계분석언어인 R에 의한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의 분

석방법이 선호되고 있다(Davenport, 2014).

이러한 빅데이터에 대하여 다수의 보고서 및 연구에

서는 V라는 용어를 통하여 특성 및 속성을 설명하고 있

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거대한 크기를 말하

는 볼륨(Volume), 다양한 형태의 버라이어티(Variety), 그

리고 빠른 생성 속도를 일컫는 벨로시티(Velocity)의 ‘3V’

가 제시되고 있는데(McAfee & Brynjolfsson, 2012; Song,

2012), 이외에도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의미하는 베

라시티(Veracity)가 속성에 포함되기도 하고(Lee, 2015;

Turner et al., 2013), 많은 변수로 분석과 해석이 쉽지 않

다는 점에 의해 데이터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배리어빌

리티(Variability)가 추가되기도 하며(Jung, 2013), 일부에

서는 데이터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인 벨류(Value)를 높

이 평가하면서 이를 추가한 ‘4V’로 특성을 설명하고 있

다(Hwang et al.,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빅데이터 분석

은 단순히 데이터의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에 가까

운 빠른 응답 속도로 원천 데이터의 수집에서 바로 통합,

분석, 데이터 변환을 거쳐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에 이르는 정보 활용의 패러다임의 전

환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소셜 미디어와 네트워크 분석

소셜 미디어는 웹 2.0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에 의해 콘텐츠가 생산되고 상

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미디어를 의미한다(Kaplan &

Haenlein, 2010). 소셜 미디어의 범주는 크게 블로그, 소

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s; SNS), 위키스

(Wikis), 콘텐츠 커뮤니티(Content Communities), 팟캐스

트(Podcast), 포럼(Forums),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

ging)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들

은 게시글을 통해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Beck, 2007; Sweeney

et al., 2008; Walsh & Mitchell, 2010), 다른 이용자들의 평

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Ch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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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r & Mayzlin, 2006; Kim, 2012; Wang et al., 2007). 이처

럼 소셜 미디어 상에서 게시글은 소비자들의 태도나 여

론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의 기초

데이터로 수집 분석되고 있다(Caniato et al., 2014; Lin-

enert et al., 2013; Tirunillai & Tellis, 2014).

소셜 미디어는 메시지와 인맥망이 결합한 구조를 본

질로 하는데,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맥, 게시글, 댓

글 등 분석대상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구

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제안

된다(Kho et al., 2013; Wasserman & Faust, 1994). 특히,

소셜 미디어 게시글의 경우 내용면에서 완결성과 통일

성이 부족하여 노이즈(Noise)가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수백만 개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텍스

트 데이터 중 주요한 키워드를 추출하여 신호 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SNR)를 향상하는 정제방법에 대

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Fig. 1). 이에 대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Network Text Analysis; NTA)은 키워드

의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와 유사도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Lee, 2013).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은 사용자들의 반응이나 태도

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노드(Nodes)로 인식하고 핵심 키

워드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링크(Link)로 연결하는

것을 통해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여 분석하

는 방법이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드의 수, 속성,

링크수 및 경로거리의 분석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

를 도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키워드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Narayanan & Armst-

rong, 2004). 이로 말미암아 최근, 관광학, 소비자학 등의

응용학문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바탕

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Lee and Rha(2015)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매 후기 게시

판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Ahn and Oh(2015)은 포털 사이

트에서 특급호텔 패키지에 관한 키워드를 입력하고 수

집된 텍스트를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호텔 이

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그 외에도 온라

인 상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여론의 구조와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대

표적인 연구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Kim & Kim,

2015; Lee & Yoon, 2014).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은

어휘 기반의 평가지표를 통해 사용자의 반응을 분류하

여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에 대한 감

성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장에서는 실증적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디자인

Fig. 1. Improving SNR in social media.

From The third wave of customer analytics. (2012). http://www.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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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평가에 적용해 보기 위하여 대중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복식으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복’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감성

적 반응을 알아보았다. 연구범위로는 국내 최고의 점유

율을 가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셜 미

디어인 네이버(NAVER) 블로그를 통해 2015년 1월 1일

에서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온라인에 나타난 총 12,000건

의 게시글에서 추출된 47,677개의 관련 키워드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톰 프로

그램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복’ 단어 관

련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둘째, 한복에 대한 디자인 요

소와 감성적 반응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정제하였

다. 셋째, 핵심 키워드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

째, 매트릭스를 도출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마

지막으로, 핵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성을 바탕으

로 디자인 평가어휘를 분석하였다(Fig. 2).

2. 분석도구

분석도구로는 키워드 추출 및 빈도분석을 위한 프로

그램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분석

도구를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더아이엠씨에서 제공하는 소셜 메트

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은 연속성

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적 방법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인 블로그에 대한 데이터의 수

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게시된 관

련 문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심 키워드

를 빈도수 기준으로 추출해 준다는 점에서 분석에 용이

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수집된 한복 관련 키워드에 대한 유사용어를 통일하

며 불용어 제거 과정을 수행하여 출현 빈도가 2% 이상

이 되는 디자인 요소와 감성적 반응 관련 키워드를 추출

하고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단어의 동시출현 빈

도의 행과 열이 동일한 일원 모드 대칭형 메트릭스를 도

출하였다. 다음으로 키워드 간 연결망을 보기 위해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Ucinet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지수를 산출하고 중심성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NetDraw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도출하여 단어

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유사점을 가진 키워드의

군집 도출을 위해 상관관계의 구조적 등위성을 이용한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복에서

효과 크기가 큰 디자인 요소와 감성어휘들 간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고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용어 정제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 판단에 의

한 ‘있’, ‘없’ 등의 전치사 제거와 ‘이쁜’, ‘예쁜’ 등의 유

사용어 통일 처리 과정이 수행되어 이에 따른 용어 출현

빈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한점으로 밝힌다.

IV. 분석결과

1.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네이버 블

로그에서 한복 관련 게시글 12,000건에서 도출된 키워

드는 총 47,677개로 나타났다. 이 중 백분율 대비 출현 빈

도 2% 이상을 기준으로 한복 디자인 관련 핵심 키워드

56개를 도출하여 품사별 형태소 단위에 따라 분류하였

다.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한복과 관련되

어 도출된 키워드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명사형 키워드

의 경우 디자인 요소, 형용사형 키워드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감성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상위 빈도 명사형 키워

드를 살펴보면 ‘가격’과 ‘비용’의 가격적인 면에 대한 출

현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밖에 ‘색상’, ‘배색’, ‘색동’

과 같은 컬러에 관련된 키워드와 ‘맞춤’, ‘패턴’, ‘사이즈’,

‘피팅’의 한복의 맞음새와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상위

로 나타났다. 형용사형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예쁘다’,

‘좋다’, ‘아름답다’의 디자인 평가와 관련된 단어가 500회

이상의 빈도로 도출되어 한복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인 감성적 반응이 확인되었다. 그 외 ‘전통적이다’, ‘흔하

Fig. 2.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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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색적이다’ 등의 디자인 특성과 관련된 키워드, ‘편

하다’, ‘불편하다’의 착용성과 관련된 키워드, ‘고민된다’,

‘어렵다’, ‘비싸다’, ‘쉽다’ 등 구매 과정의 난이도와 편의

성에 관련된 키워드 등이 도출되었다(Table 1).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하게 도출된 키워드에

대하여 빈도만으로는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기 어렵고,

디자인 요소와 그에 대한 반응을 연결하여 내용을 분석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로 중심성 분석과 네트

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중심성 분석결과

추출된 키워드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위치하는 정도를

계량화하고 중심 키워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결중심

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

lity) 지수를 분석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한 노드에 연결

되는 다른 노드들의 수를 측정하여 얼마나 많은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모든 노드가 연

결되어 있는 상태인 1에서 노드 간의 연결성이 전혀 없

는 0 사이의 값을 가진다(Choi et al., 2011). 연결중심성

이 높다는 것은 다른 노드와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위 노드들 사이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특정 노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매개중심성은 키워드가 다른 두 단어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노드와의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할 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심성 분석

결과, ‘예쁘다’의 경우 연결중심성(0.137)과 매개중심성

(6.522)이 모두 가장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며, 다음

으로 ‘디자인’이 연결중심성(0.074), 매개중심성(5.140)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디자이너’와 ‘소재’

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0.003, 0.007로 상대적으로 낮아

네트워크 내의 중심에서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나 매개

중심성은 각 0.918, 0.892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서

로 상이한 다른 키워드들을 이어주는 ‘문지기’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

한복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대중들의 감성적 반응의

평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6개의 추출된 키워드를 대

상으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키워드의 동시출현 상

관관계를 바탕으로 일원 모드 대칭형 매트릭스를 토출

하였고, 구조적 등위의 관계에 위치하는 키워드들의 블

록을 식별해 내고자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은 네

트워크 내에서 역할이 동일한 키워드들을 식별해 내고

묶어주는 방법을 통해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

법이다(Wasserman & Faust, 1994).

CONCOR 분석결과, 한복은 4개의 요인의 그룹화되었

으며, 각각을 유행성, 착용성, 합리성, 고유성으로 명하였

다. 유행성은 ‘디자인’, ‘유행’, ‘스타일’, ‘사이즈’의 디자

인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새롭다’, ‘매력있다’,

‘멋지다’, ‘인기있다’, ‘재미있다’ 등의 긍정적인 감성적

반응, ‘다르다’의 형태에 관련한 평가반응, ‘힘들다’, ‘걱

정된다’, ‘고민이다’의 유행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

Table 1. Frequency analysis results                                                        (N=56)

Word Noun (n=19) Adjective (n=37)

Mean

Frequency
Design elements Design evaluation

Over 1000 - pretty

999-500 price, design fine, beautiful

499-300 custom-made concern

299-100 style, color
traditional, high-end, big, charming, quality, chic,

best, perfect, worry, it, easy, new, hard, pleasant

99-80 coloration, pattern cute, different, envious, comfortable, popular

79-60 size, cost, trend uneasy, reasonable, extraordinary

59-40
fitting, image, material,

concept, point, designer
classy, young, substance, pricy, short, unusual, common, elegance

39-20 lace, rainbow-striped, brand uncomfortable, unique, funny, youth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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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의 구조를 살

펴보면 키워드 간 근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강한 연

결관계(Strong Ties)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성은

‘패턴’, ‘배색’, ‘색상’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편하

다’, ‘불편하다’, ‘좋다’, ‘즐겁다’의 키워드로 형성되었는

데, ‘패턴’과 ‘편하다’의 두 키워드가 네트워크 상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들이 착용감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패턴과 연관하여 평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합리성은 ‘가격’, ‘맞춤’, ‘비용’의 디자인

키워드가 ‘실속있다’, ‘합리적이다’, ‘퀄리티’, ‘짧다’, ‘크

다’, ‘비싸다’의 감성적 반응과 함께 그룹을 형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합리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맞춤’이 네

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며, 이를 기타 반응들이 층층이

둘러싸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거리

가 먼 것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의 가운데 위치하며 이

들을 중요 키워드와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네

트워크를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한복

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이 중요

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고유성은 4개의 요인 중 가장 많은 노드의 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키워드 간의

위치가 흩어져서 분포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상대적

으로 약한 연결관계(Weak Ties)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에 대한 고유성은 ‘개성’, ‘브랜드’, ‘디자

이너’, ‘이미지’, ‘컨셉’의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

어졌으며, 디자인 요소와 연결된 평가반응을 살펴본 결

과, 디자인의 고급스러움과 관련있는 ‘품격있다’, ‘고급

이다’, ‘아릅답다’의 긍정적인 반응, 전통적인 차별성과

관련한 ‘전통적이다’, ‘남다르다’의 중립적인 반응과 ‘어

렵다’, ‘흔하다’의 부정적인 반응이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실

증적인 분석에 바탕한 디자인 감성평가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에서

한복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

법을 적용하여 디자인 요소와 감성적 반응에 대한 평가

를 감성어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 관련 수집된 키워드의 형태소를 분석한 결

과, 형용사형의 감성적 반응 키워드와 명사형의 한복의

디자인 요소 관련 키워드로 분류하여 추출할 수 있었다.

Table 2. Results of the centrality analysis                                                     (N=30)

Keywords
Design elements

Keywords
Design evaluation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design 0.074 5.140 pretty 0.137 6.522

price 0.073 3.006 fine 0.061 4.903

custom-made 0.035 2.119 beautiful 0.064 3.989

style 0.036 1.445 concern 0.042 3.589

designer 0.003 0.918 traditional 0.032 3.299

material 0.007 0.892 extraordinary 0.013 3.153

size 0.006 0.768 high-end 0.037 2.519

color 0.016 0.476 charming 0.021 2.202

coloration 0.011 0.380 big 0.014 1.661

cost 0.011 0.267 new 0.009 1.143

pattern 0.004 0.231 perfect 0.024 1.038

rainbow-stripe 0.006 0.174 chic 0.020 1.025

brand 0.007 0.147 cute 0.011 0.723

image 0.006 0.135 different 0.007 0.637

concept 0.005 0.128 quality 0.029 0.636

Keyword order follows the result of betweenness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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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 결과, 대중들이 한복 디자인을 평가함에 있어

‘예쁘다’, ‘좋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 ‘고민된다’, ‘흔하

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 ‘전통적이다’, ‘크다’ 등의 중립

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의 디자

인 요소에 관련한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결과, 가격적인

측면이 다른 키워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언급되는 핵

심 디자인 요소로서 대중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한복 구매 의사는 가

격과 상관없이 디자인적인 요인과 밀접하다는 기존의

You and Jung(2013)의 설문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자료

의 수집방법에 있어 기존 연구의 경우 편의 표본 추출법

에 의해 한복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문

이 배포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연구 결과

는 표본 집단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한복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격 외에 다

른 요인을 구매 시 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복 디자인 요소와 감성적 반응 키워드를 중심

으로 군집분석으로 범주화하여 유행성, 착용성, 합리성,

고유성의 4가지 한복에 대한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대

중들은 한복의 형태가 유행을 반영하며 새롭게 변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행성에 대하여 매력적이고

멋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유행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힘들고 걱정스러워하는 반응

이 나타났다. 또한 합리적 비용으로 좋은 소재의 고품질

의 한복을 구매하고자 하며, 실속 있는 맞춤형 한복에 대

하여 호의적 반응이 나타났다. 한복의 착용성에 있어서

는 맞음새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패턴을 편

안함이나 불편함과 연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유성에 대하여 평가할 때, 이색적인 컨셉

의 한복 디자이너나 브랜드에 대하여 품격 있고 고급스

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복 고유의 전통성에 대한 디자

인 가치를 새로운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들이 한국의 전통복식인 한복 디

자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

운 유행을 지지하면서 차별화된 컨셉의 디자인을 긍정

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빅데이터에 바탕한 새로운

감성평가방안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소

셜 미디어의 비정형적인 텍스트에서 나타난 대중들의 감

성적 반응 키워드는 중심성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바

탕으로 디자인 요소와 연결되어 분석되었다. 한복의 착

Fig. 3. Results of CONCOR analysis.

– 1041 –



76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6, 2016

용성, 합리성, 유행성, 고유성의 주요 감성요인으로 ‘가

격’, ‘디자인’, ‘맞춤’ 등의 디자인 요소를 ‘비싸다’, ‘새롭

다’, ‘짧다’ 등의 감성어휘와 연결되어 평가내용으로 나

타났다. 기존의 감성평가방법의 경우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형태, 재질, 컬러 등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감성어

휘가 추출되어 척도로 적용되고 있는데, 감성어휘의 경

우 시대적 흐름 및 상황에 따라 의미와 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척도의 일관성 및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

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

리 기술을 기반으로 추출된 감성어휘의 경우, 현 시대적

인 요구를 반영하는 어휘라는 점에서 기존의 척도로서

의 한계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감

성평가는 패션디자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에 대

한 다량의 온라인 상의 평가내용을 텍스트로 수집한다

는 점에서 사전 정의된 감성어휘만을 척도로 사용하는

기존의 감성평가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다양한 감성어

휘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탐색적인 감성평

가지표를 마련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패션디

자인 개발 프로세스에서 소셜 미디어 분석의 활용은 정

보화 시대에 대중들의 디자인 니즈를 파악하고 소통하

는 방식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네

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통해 대규모로 수집되는 다

양한 디자인 니즈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냄으로서 보

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은

디자인 개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전략과 전문

인력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블로그에서 패션디자인 평가대상으로 한복을 선정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적용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

구대상의 범위의 한계를 가진다. 소셜 미디어 활용의 전

체적 상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

혀서 트위터와 블로그 이외에 페이스북, 유튜브 등 여타

의 SNS 플렛폼을 통한 여론의 형성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의 특성까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패션디자인 분야의 빅데이터 연구에

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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