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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consumers perceives Korean heritage is the most essential motivation to purchase traditional prod-

ucts. This study investigates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alue perception of traditional culture on prefer-

ences for and the long-term relationship of Hanboks. It also investigates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and

consumption behavior of Hanboks depending on the degree of experience for Hanbok. For this research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745 residents between the ages of 20-60 in the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rough online and offline survey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the SPSS-WIN 20.0, AMOS 20.0 program. The value recognition toward traditio-

nal culture derived aesthetic and symbolic factors. The result of grouping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the

Hanbok indicated that the two groups of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fluenced preferences for Hanboks. In

the middle group, only the symbolic valu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eference of Hanbok. It was

found that the less experienced group had no traditional culture value factor whic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s for Hanbok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marketing strategy to increase the preferences for traditional culture such as Hanboks by increas-

ing various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s as well as Hanboks.

Key words: Value recognition of traditional culture, Hanbok preference, Long-term relationship, Hanbok

experience; 전통문화 가치인식, 한복선호도, 장기적 관계, 한복체험

I. 서 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전통문화가치의 위상이 높아

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있다. 10~20대의 젊

은이들에게 한복은 하나의 패션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ong-

daemun Design Plaza; DDP)에서 열린 ‘샤넬 크루즈 패

션쇼’에선 한복이 화제였다. 유명 패션디자이너 칼 라거

펠트(Karl Lagerfeld)만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한복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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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패션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Kim, 2016). 국

내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관심과 세계 유명 디자이너

및 언론 보도의 뜨거운 반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통

문화와 한복에 대한 우리나라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은

한복을 불편하고 관리와 입는 방법이 까다로운 대상이

라고 인식하고 있다(Hanbok Advancement Center, 2014).

그러나 전통문화의 중요성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현대사회에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표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야임

이 분명하다. 근래 국내의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

심 확대로 인하여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전통문화를 문화콘텐츠와 연결한 체험프로그램,

한국적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상품 및 콘텐츠 개

발 등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Lee, 2002;

Seo, 2009; Son, 2000), 그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

는 실정이다.

문화상품은 물질상품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문화선진국들은 그들의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 문화와 차별화된 상품개발

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Ma, 2009; Shin & Lee,

2001).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한

국전통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보다는 전통문화상품

의 외형적 이미지와 디자인 개발 위주의 단편적인 연구

가 주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

적, 상징적, 사회적 총합의 산물인 전통문화를 소비자가

어떠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전통문화상품

의 소비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Hwang, 2015)

이를 기반으로 한 본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상품은 체험을 통해 축적되는 기

억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체험

정도에 따라서 그 선호도 및 향후 소비행동도 달라질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서 전

통문화에 대한 가치인식이 한복의 선호도와 장기적 관

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마케

팅 활동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

금까지의 전통문화상품 관련 마케팅 활동은 디자인 측

면이 보다 부각되었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활동은 매우 미약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복체험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제안되길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문화의 가치인식

전통이란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다면

성을 지닌 개념이며, 사회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

되고 재조정, 재창조되는 가변성을 지닌 개념이다(Lim,

1994).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전통 [Recog-

nition]”, n.d.)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

의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

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Tylor(1958)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하여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적인 총체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문화란 한 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 혹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념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화

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여기에서 무언가는 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는 전통을 전달하는 수단이라 하겠다(Yi, 2000). 따

라서 문화와 전통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Park, 2013), 전통문화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의 정신

과 가치, 관습이나 통념 등이 우리의 오랜 전통에 뿌리

를 둔 것을 의미한다(Yi, 2000). 즉, 현대사회에서도 적합

성을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 과거부터 현재라는 시

간의 흐름 속에서 전승되어 오늘날에도 효용성을 지니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Lee, 2010).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전

통문화가치로 이것은 한 사회집단이 다른 사회집단으

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집단적인 정신프로그래밍이며,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동일한 교육과 생활경험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사람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de Mooji,

1997/1999). 전통문화가치는 생활가치보다 우수하며 주

관적인 기호인 흥미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물질적 만족

과는 달리 인간에게 정신적 만족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인식은 개인의 감

정이나 선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철학적 태도의 반영으

로 전통문화에 대한 개인의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수준

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전통

문화가치를 반영하는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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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가치인식수준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의

가치인식은 대상이나 대상의 속성에 대하여 지각, 의식

을 분별하여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관한 올바른

판단으로 본질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며, 소비동기에

앞서는 사고 작용으로 소비행동의 최우선 단계라 할 수

있다(Foxall & Bhate, 1993).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가

치인식은 동기와 관여 이전의 태도로서 상품에 대한 소

비자의 가치와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러한 가치인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상품 소비에 대한

관여와 동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국가적 차원이나

학계에서도 실행되어왔으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근간

이 되는 전통문화의 내재된 가치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전통문화 관련 산업을 의식주 각각

의 영역에서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복의 조형미와

관련해서 2000년대 이후 미적 가치는 전통적 가치, 여성

적 가치, 의례적 가치, 자연적 가치, 현대적 가치로 분류

되어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Kim, 2010). Bae(2016)는 한식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열

가지(문화유산, 나눔, 자연적응, 일상적, 의례적, 예우적,

균형, 기질적, 양조절, 문화다양성 가치)로 제안하였다.

Joo(2011)의 연구에서 한옥의 가치는 주거성, 교육성, 심

미성, 자연성으로 최종 분류되었다. 이러한 의식주와 관

련된 한국의 전통문화의 내재가치를 종합정리하면 건강

성, 아름다움, 정신성, 사회성, 역사성, 상징성, 도구성 등

으로 설명할 수 있다(Hwang, 2015).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인식 중 특히 한

복과 관련된 가치인식의 하위차원을 밝히는 것은 한복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규명하는 가장 기본적

인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복을 중

심으로 하는 전통문화 가치인식의 차원을 밝히고 각각

의 하위차원과 한복선호도, 장기적 관계지향에 대한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한복체험

전통문화상품은 일반 재화나 서비스 상품과는 차별화

된 체험제(경험재)의 특성을 갖는다(Throsby, 2001/2013).

체험은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직

접 체험’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과 전통문

화상품을 직접 소비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가치가 기억

되고 축적되는 체험을 의미한다. ‘간접 체험’은 소비자

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미디어

를 통해 제품과 관련된 광고, 서적, 방송 등을 통하여 전

통문화상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하거나 전통문

화상품에 대한 감정이나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축

적되는 체험을 의미한다(Hwang, 2015). 소비자의 체험

은 소비자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행변수가 되므로

(Kim & Lee, 2002) 지속적인 체험으로 인해 축적된 지

식은 선호도 및 소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Kim et al., 2011).

전통문화상품 소비는 수동적이고 관찰 중심의 형태에

서 능동적이고 체험 중심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한국관

광공사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 중 한복체험이 44.4%로 5위를 차지

하였으며, 특히 중국어권 관광객들에게는 선호도 1위로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

국인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제품

으로 ‘김치’ 다음으로 ‘한복’을 언급하였으며, 전통의류

에 대한 경험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가 ‘전통한복’

(9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구입의도도 전통

한복이 3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oo, 2011).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체험과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

이 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구매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험과 체험 후 행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Yoon and Jung(2012)의 템플스테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템플스테이 방문객의

플로우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행동의도의 관계를 검증

하였는데, 템플스테이 내 콘텐츠에 대한 상호작용성과

관여도가 즐거움에 영향을 미쳤고 즐거움은 만족도에,

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복체험은 한복

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형성된 선호도는 구매행동 및 장기적

관계지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이러한 한복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한복선호

도와 장기적 관계지향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3. 선호도 및 장기적 관계지향

선호도란 어떤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판단으로 일반적으로 대상, 사람, 상황에 대하여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Lim et

al., 2006). 소비자들은 개인적 정체성을 반영한 제품을

선호하고 그들의 성격에 연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Ko & Yun, 2004). 다시 말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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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는 재구

매와 높은 충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선호는 결과적

으로 지속성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서 지속성이란 구

매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Kim et al., 2010).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 관련 연구(Kang et al., 2009;

Lee, 2010)에 의하면, 정서적 가치(안정감, 심리적 여유,

이웃문화, 자연체험, 스토리텔링)와 미적 가치(자연환경

의 아름다움, 개방성, 심미성), 기능적 가치(환경조절, 신

체적 건강, 공간활용) 등 한옥의 가치인식이 한옥을 선

호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전통가치관 요인 중 전통선호가치만이 선호에 대하여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통디자인 자체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전통요소를 갖는

현대화된 스타일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통문화상품

인 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개인의 전통문화 가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 관계지향성은 단순히 장기적 상호작용 가능성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장기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Moorman et al.(1992)은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관계를 유

지하려는 지속적인 욕구를 장기적 관계지향으로 보았

다. Kim(2006)은 소비자 특성별 장기적 관계지향성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장기적 관계지향성을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의존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 따라서 장기적 관계지향성은 태도 및 행동적 의도가

혼합된 개념으로 단순히 반복구매라는 행위 이상의 의

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복구매

행동이나 구전의도뿐 아니라 관계지속의도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Kang(2015)도 축제 방문객

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관계지향성 연구에서 이들 차원

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관계지속의도로 규정하여 연

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요약해 볼 때, 장기적 관계지향

은 재구매의도, 추천의도, 구전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고객만족과 구매 후 태도 및 행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가치인식이 한복에 대한 선

호도와 장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통문화 가치인식의 하위차원을 알아

본다.

연구문제 2.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 전통문화 가치인

식, 한복선호도, 장기적 관계지향의 차이

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이 이루

어졌으며, 각 질문의 문항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통문화 가치인식에

대한 문항구성을 위해서는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추출된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화

시킨 후 설문지에 사용될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면접대

상자는 관련 학계, 연구소, 한복전문가, 한국문화홍보 전

문가 및 한국문화를 전공한 외국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전통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 전통문화체험, 전통문

화상품의 소비변화 등과 같은 주제들로 구성하였다. 질

문 이외에도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즉각적인 질문이 이

어지기도 하였다.

1) 전통문화 가치인식

전통문화 가치인식에 관한 문항은 문화적 관점에서

가치구조를 제안한 Throsby(2001/2013)와 Holden(2004)

을 기본구조로 하여 한복소비행동과 보다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치개념으로 한정하였다. E.

J. Shin(2011), Lee(2011), Kim(2002), B. K. Shin(2011) 등

의 선행연구의 내용들과 FGI를 통해 추출된 어휘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문항들을 재구성하여 총 13문항을 구성

하였다. 이들 13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923로 나타

났다.

2) 한복체험

한복에 대한 직/간접 체험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였으며, 한복 관련 교육, 이벤트 등에 직접 참여하

는 정도와 특별한 날(명절, 기념일, 행사 등)에 한복을 입

는 ‘직접 체험’ 2문항과 각종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한

한복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간접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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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여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3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689로 나타났다.

3) 한복선호도

한복선호도는 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에 관한

내용으로 한복에 대한 선호 정도, 특별한 날 한복에 대

한 선호, 일상생활에서의 한복선호에 대한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3문항에 대

한 Cronbach's α는 .782로 나타났다.

4) 장기적 관계지향

한복에 대한 장기적 관계지향은 한복에 대한 추천의

도, 긍정적 구전의도, 재구매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3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3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894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전통문화상품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설

문조사 응답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은 설문조사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

령대를 제외한 20~60대의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 거

주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는 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여 547부가 조사되었다. 오

프라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230부를

배포하여 213부가 회수되었으나 무응답 처리 및 불성

실한 응답 15부가 제외되었다.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합하여 총 74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20.0, AMO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434명(58.3%), 남성 311명(41.7%)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201명(27.0%), 50대가 170명(22.8%), 30대 135명

(18.1%), 60대 이상 120명(16.1%), 20대가 119명(16.0%)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기혼이

539명(72.4%), 미혼이 202명(27.1%), 기타 4명(0.5%)으

로 나타나 기혼의 비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422명(56.6%), 고졸 181명(24.3%), 대학원

졸 이상 66명(8.9%), 대재 63명(8.5%), 대학원 재학 13명

(1.7%) 순으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209명(28.0%), 전업주

부 170명(22.8%), 서비스직 74명(9.9%) 순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소득은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171명

(23.0%),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133명(17.8%),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126명(16.9%) 순으로 나

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전통문화 가치인식

전통문화 가치인식에 대한 하위차원을 구분하기 위하

여 Varimax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한 결과 <Table 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공통값이 낮고 문항 간 관련성이

적은 한 문항(전통문화는 인간내면의 평온함을 준다)을

제외시키고 총 12문항을 고유값 1.000을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2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두 요인에 의한 총 분

산의 설명력은 63.025%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멋, 자연과의 조화

로움(자연미)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미적

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고유값은 4.160으로 총 분

산의 34.668%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891로 나타

났다.

요인 2는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정신적, 상징적 의미

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징적 가치’로 명명

하였다. 요인 2의 고유값은 3.403으로 총 분산의 28.357%

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8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관광자

원 가치인식과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Joo(2011)의 연

구결과와도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Joo(2011)의 연구

에서는 가치인식이 주거성, 교육성, 심미성, 자연성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이 중 심미성은 전통문화상품

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자연성으로 명명된 요인의 내용은 자연경관과의 조

화나 한옥마을이 주는 상징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미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의 내용과 상통

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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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

났다. χ
2
=488.130(df=129, p=.000) AGFI=.905, TLI=.944,

CFI=.952, RMSEA=.061로 대체로 수용할 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3. 전통문화 가치인식, 한복선호도, 장기적 관계

의 경로모형 검증

1)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전통문화 가치인식, 한복선호도, 장기적 관계측정모형

의 적합도 지수는 χ
2
=510.002(df=131, p=.000) AGFI=

.904, TLI=.941, CFI=.950, RMSEA=.062로 대체로 수용

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1).

2) 한복체험 정도에 따른 모형 비교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 연구모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복체험에 대한 평균점수 M=2.643을 기준으로

±0.5하여 M=3.11 이상은 한복체험 정도가 많은 집단(n

=193), 2.11<M<3.10은 중간집단(n=336), M=3.11 이상은

체험이 적은 집단(n=216)으로 분류하였다(Table 3). 한

복체험이 많은 집단은 전통문화가치의 두 요인 모두 한

복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상징적 가치(β=.438)가 미적 가치(β=.261)보다 한복선

호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간집단의 경우 미적 가치는 한복선호도에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적 가치(β=

.453)만이 한복선호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이 적은 집단은 한복선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전통문화가치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복이 단지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추

구하는 복식이 아니라 전통사상과 민족의 정체성을 상

징하는 전통문화상품이기 때문에 한복에 대하여 체험할

수록 정신적 상징에 대한 가치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Hwang, 2015).

한복선호도가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한복

체험 정도와 관계없이 한복선호도는 장기적 관계지향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관성

있게 구축된 체험이 선호도 및 소비행동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Kim et al.(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험이 적은 집단에서 중간

집단에 비해 한복선호도가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미치

는 영향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문화

Table 1. Factor analysis of value recognition toward traditional cultur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Aesthetic

value

Traditional culture has an elegant appearance, elegance. .804

4.160
34.668

(34.668)
.891

Traditional culture is harmony with nature. .776

Traditional culture is beautiful harmony of colors. .767

Traditional culture has a rustic beauty. .692

Traditional culture has its beauty in depth. .682

Traditional culture is succinct, but there are balance. .672

Traditional culture has the beauty of veiling not the showy out-

ward.
.661

Symbolic

value

Traditional culture is represented by one Universe and human-

centered.
.824

3.403
28.357

(63.025)
.865

Traditional culture is represented by fortunes that the connection

with heaven, earth, people.
.786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expressed this idea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751

Traditional culture is aware of the sense of life and nature. .694

Traditional culture is an invisible spirit (spirit and soul).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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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문

화상품은 소비자가 동일한 상품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감성적 ·지적 수준에 따라 동일하게 기

억되지 않기 때문에(Hwang, 2015) 소비자의 개인적 수

준에 따라 체험 정도가 다소 낮더라도 체험에 따른 선

호도나 장기적 관계지향성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인식 변화와 국가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easurement

Factor Items Standardized λ Cronbach's α AVE CR

Aesthetic

value

Traditional culture has an elegant appearance, elegance. .804

.891 .540 .944

Traditional culture is harmony with nature. .699

Traditional culture is beautiful harmony of colors. .734

Traditional culture has a rustic beauty. .696

Traditional culture has its beauty in depth. .741

Traditional culture is succinct, but there are balance. .745

Traditional culture has the beauty of veiling not the showy

outward.
.719

Symbolic

value

Traditional culture is represented by one Universe and human-

centered.
.721

.865 .560 .931

Traditional culture is represented by fortunes that the connection

with heaven, earth, people.
.698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expressed this idea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763

Traditional culture is aware of the sense of life and nature. .784

Traditional culture is an invisible spirit (spirit and soul). .772

Hanbok

preference

Hanbok preference .745

.782 .540 .769Wearing Hanbok in a special day .715

Wearing Hanbok daily .700

Long-term

relationship

Recommand Hanbok .868

.894 .741 .911Positive word-of-mouth of Hanbok .840

Hanbok repurchase Intention .874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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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문화상품의

하나인 한복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문화

상품이 체험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인식과 기억이 축적

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의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인식과 한복의 선호도, 장기

적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745명의 응답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문화 가치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 두 가지 요인이 추출

되었다. 이는 한복이 선, 형, 색 등으로 표현되는 외적인

미와 내면의 아름다움, 음양오행사상, 자연관, 세계관 등

으로 상징되는 상징적 산물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Hwang, 2015). 이러한 결과는 Throsby(2001/2013)

가 제시한 전통문화에 내재된 문화가치 요소와도 일치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hrosby(2001/2013)는 6가지 문

화가치 요소를 제안하였는데 그 중 아름다움, 조화, 형

식과 관련된 미학적 특성을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는 미

적 가치와 제품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저장 및 전

달하는 기능을 갖는 상징가치가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

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복체험 정도를 체험이 많은 집단, 중간 정도

집단, 적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전통문화 가치인식, 한복

선호도, 장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체험이 많

은 집단은 전통문화가치의 ‘미적 가치’와 ‘상징적 가치’

모두 한복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험이 중간수준인 집단에서

는 ‘상징적 가치’만이 한복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이 적은 집단은 두 가

지 요인 모두 한복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 한복선

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문화 가치인식에 차이가 나

타나는 이유는 전통문화상품 특히 한복이 일반 소비재

와는 다른 차별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한복은 문화적 이미지가 내재된 상품이며, 상징성

을 담고 있어 국가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특징을 갖는

다. 또한 인간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으며, 수공예적 혹

은 주문제작방식으로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Hwang, 2015). 따라서 한복에 대한 직/간접

적인 체험 정도에 따라 제품에 대한 친숙성을 높이고 제

품정보 분석에 대한 능력은 달라지며(Perkins & Reyna,

1990), 이러한 제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문화 가

치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선호도 및 구매선택에 있어 소비

자의 체험 정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에 따라 선

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통문화 가치인식에 있어서

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 한복선호도와 장기적 관계지향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비록 체험 정도가

적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체험을 통해 형성된 소비자의

한복선호도가 이미 긍정적인 경험으로 구축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복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은

한복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일관성을 지니게 하여 쉽게

변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Kim et al., 2011) 한복체

험 정도에 따른 한복선호도와 장기적 관계지향에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통문화상품은

일반 재화나 서비스 상품과는 다른 차별화된 특성을 보

다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능동형 ·체험형으로 전

통문화상품의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 반영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한복뿐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증가시켜 한복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적

인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실제로 한복에 대한 인식

Table 3. Research model path analysis of the multi-group

df χ
2

Δχ
2

Path

L. (n=216) M. (n=336) H. (n=193)

Free 427 901.291

Aesthetic value → Hanbok preference 425 891.094 10.197 .282*** −.014*** .261***

Symbolic value → Hanbok preference 425 892.761 08.530 .174*** −.453*** .438***

Hanbok preference → Long-term relationship 425 900.331 00.950 .876*** −.819*** .887***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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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통의상’에서 ‘패션아이템’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한복에 대한 연관어로 전통문화보다

‘사진, 찍다’가 3배 이상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한복

을 전통문화요소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체험적 콘텐츠

로 인식의 범위가 변화,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Park,

2016).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최근 한복판매는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한복판매 및 개

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Kang,

2017).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을 직접 체험의 형

태와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에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켜 소비자의 간접 체험도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

한 체험의 확대를 통한 한복 및 전통문화에 대한 기억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형성되어 향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체험

전, 후 및 체험종류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한복체험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

해 소비자의 어떤 특성에 한복체험에 보다 강하게 반응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상품을 한복으로 한정

시켜 연구하였으나 전통문화상품은 연구자에 따라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전통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문화상품에 대

한 체험이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

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넷째, 현재 전통문화상품은 현대적인 콘텐츠와 융합,

재해석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확립의 촉매제가 될 것이

다(Lee, 2010).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직/간접 체험을 세분화하고 이를 현대적 기술 및

콘텐츠와의 결합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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