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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rives evaluation terms by analyzing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design elements and

sentiment terms in regards to fashion design. As for research methods, a total of 38,225 texts from Daum

and Naver Blogs from November 2015 to October 2016 were collected to analyze the parts, frequency, cen-

trality and semantic networks of the terms. As a result, design elements were derived in the form of a noun

while fashion image and user's emotional responses were derived in the form of adjectives. The study sel-

ected 15 noun terms and 52 adjective terms as evaluation terms for men's striped shirts. The results of sem-

antic network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main contents of the users of men's striped shirts were derived

as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daily wear, formation, and function. In addition, design elements such as pa-

ttern, color, coordination, style, and fit were classified with evaluation results such as wide, bright, trendy,

casual, and slim.

Key words: Fashion design, Design elements, Evaluation terms, Semantic network analysis; 패션디자인,

디자인 요소, 평가 어휘, 의미연결망 분석

I. 서 론

의복은 기능성, 사회성 및 심미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

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준다(Lamb

& Kallal, 1992). 패션디자인 분야는 전통적으로 사용자

의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An & Lee, 2015). 하지만 설문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패션디자인 평가

방법의 경우, 조사 속도가 느리고 표적화된 적은 응답자

들이 인구통계학적 기준으로 묶여 프로파일링된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An & Lee, 2016b). 또한, 설문에서 척

도로 활용되고 있는 감성 어휘는 시대에 따라 의미와 형

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일관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척

도 항목을 벗어나는 사용자 요구의 다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갖는다(Gordon, 2008).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패션디자인 평가 방법의 대안으로 빅

데이터 텍스트 분석에 의한 어휘 추출과 분석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 축적된 사용자 텍

스트에서 형태, 소재, 색채 등의 디자인 속성 연관 어휘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njungpark@ewha.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2018,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2, No. 3 (2018) p.428~437

https://doi.org/10.5850/JKSCT.2018.42.3.428

〔연구논문〕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패션디자인 평가 연구-디자인 속성과 감성 어휘의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429 –

를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 패션디자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대표적인 감성 평가 대상인 남

성 스트라이프 셔츠를 검색 키워드로, 소셜 메트릭스 프

로그램인 텍스톰(Textom 2.0)을 활용하였다. 연구 범위

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블로그 게시글

에서 추출된 38,225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출현 빈도, 중심성 지수 및 품사 분석을 통

해 패션디자인 평가 어휘 목록을 구성하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여 명사형과 형용사형 어휘 간의 연결 구

조를 분석하였으며, 디자인 속성을 중심으로 평가 내용

을 분석하였다.

패션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사용자들의 현재 심리상태,

소비 및 행동에 대한 단기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활용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학술적인 디자인 분

석 연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평가

를 위하여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디자인 속성 연관 어

휘를 추출하고, 정량적 지수를 바탕으로 어휘 간의 연관

성 분석 과정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

울러, 시즌에 따라 트렌드가 급속히 변화하는 패션디자

인 분야에서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은 사용자들이 언급

하는 시즌 패션과 트렌드 연관 어휘를 실시간으로 도출

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는 디자

인 개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고찰

1. 패션 분야의 빅데이터 어휘 연구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Comments)은 사용자들

의 솔직한 태도인 여론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Wollan

et al., 2011). 패션디자인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를 리서

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학문적 연구는 트렌드 예측 분야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ickman and Cosenza(2007)는 패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청바지(Jean)’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와 평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게시글 양의

추이 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의 청바지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하는 시기는 파악되었으나, 다양한 어휘들이 혼재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평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텍스트를 카테고리화할 수 있

는 보다 체계화된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e-

heshti-Kashi et al.(2015)은 블로그, 패션 잡지, 뉴스 사이

트에서 게시글을 수집하고, 높은 빈도를 갖는 어휘를 중

심으로 명사와 형용사 어휘가 이루는 조합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하이-힐(High-Heels)’, ‘골든-악세서리(Gol-

den-Accessories)’, ‘엘레강스-스타일(Elegance-Style)’과

같이 명사와 형용사 어휘의 조합으로 트렌드 정보가 분

석되었다(Fig. 1). 최근 국내에서도 텍스트 분석 소프트

웨어가 개발되면서 빅데이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톰(Textom)에서 개발한 MISP(Marketing Intelligen-

ce Service Platform)은 패션 브랜드, 제품, 스타일, 컬러,

패턴 등의 검색 키워드를 통해 관심 지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연관어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

이 기대되고 있다(Fig. 2).

이와 같이, 패션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분석은 주로 검색 키워드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어휘는 빈도 분

석을 통해 평가 대상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

으며, 품사 분석을 통해 어휘들을 분류하고 평가 내용

이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Analysis of word combinations.

From Beheshti-Kashi et al. (2015). p. 1201.

Fig. 2. Word frequency analysis and trend report.

From MISP. (2017). https://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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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

의미연결망 분석은 복잡한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

한 방법으로,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게시글을 이루

는 어휘들 간의 관계 분석으로까지 확장되어 연결 구조

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어휘를 노드

(Node)로 인식하고 노드 간의 관계를 링크(Link)로 연

결하는데, 노드의 중심성 지수를 통해 네트워크상에서

노드의 위치를 파악하여 시각화로 제시할 수 있다(Lee,

2013). 시각화를 위한 분석 자료는 궁극적으로 어휘 간

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로 구성되는데, 행과 열이 같은

노드로 구성되는 일원모드 행렬(n×n)을 통해 분석 단위

에 속하는 모든 어휘들이 이루는 연결이 조사된다(Bor-

gatti & Everett, 1997). 한 문장에서 두 어휘가 동시에 출

현한 빈도(Co-occurrence frequency) 지수를 기준으로 어

휘들의 구조적인 등위성이 도출되어 군집이 이루어진

다. 일원모드 행렬을 통해 시각화된 연결망은 관계를 갖

는 모든 어휘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연결망에서 영향력을 갖는 군집이 무엇인지를 군

집을 이루고 있는 어휘의 수, 군집 내 어휘들이 밀집된

정도,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Kim & Kim, 2016).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온라인상의 사용자 게시글에서

추출된 어휘 자료의 의미연결망 분석은 비정형화된 텍

스트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용자들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구조화

된 패턴의 정보를 도출하여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용하다(Narayanan & Armstrong, 2005). 이로 말미

암아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SNS, 블로그 게시글을 중심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론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가 초기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An

& Lee, 2016b).

빅데이터로 수집된 어휘들의 의미연결망 분석은 게시

글을 구성하는 모든 어휘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핵심이 되는 어휘를 통해 연결망이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어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패션디자인은 디자인 속성이 사용자 평가 분

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태, 소재, 색채 등의

디자인 속성에 대한 어휘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내

용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어휘의 출현 빈도, 중심성 지수와 더불어 디자인 속

성을 반영하는 명사형 어휘와 평가 내용 및 트렌드를 반

영하는 형용사 어휘의 품사 분류 분석으로 패션디자인

평가 내용을 추출하는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 과정의 체

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선행연구에서 주요 평가 대상

으로 나타난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An & Park, 2017),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인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15년 11월 1일

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의 1년간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블로그 게시

글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총 5,615건, 다음 블로그에서는 8,033건으로, 총 13,648건

의 온라인 게시글에서 수집된 텍스트 38,225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도구

실증적 연구에서는 수집된 어휘의 전처리, 평가 어휘

선정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처리 단계에

서는 수집된 어휘들의 교정, 통제 및 제거가 이루어졌다.

교정 작업에서는 띄어쓰기, 약어, 단 ·복수 변경과 같은

클렌징(Cleansing) 작업을 수행하였고, 통제 작업에서는

동의어, 유사어, 협의어 분석으로 유사 어휘를 통일하였

다. 제거 단계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큰 역할

을 하지 않는 ‘있’, ‘없’ 등의 동사를 제거하였다. 평가 어

휘 선정 단계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의 품사를 분

류 분석하여 명사형 어휘와 형용사 어휘를 추출하고, 높

은 빈도 수를 기준으로 어휘 목록을 구축하였다. 형용

사 중에서 ‘좋은’과 같이 일반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어

휘의 경우 모든 어휘들과 연결이 이루어지며 다른 개념

들의 유사성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되

었다(Lee, 2013). 마지막으로, 의미연결망 분석 단계에서

는 선정된 어휘를 대상으로 한 문장에서 두 어휘가 동시

에 출현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일원모드 행렬(67×67)을

도출하고, 중심성 지수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으로 군집

되는 디자인 속성과 감성 어휘를 시각화하여 평가 내용

을 분석하였다(Fig. 3). 본 연구는 게시글 수집 및 전처

리를 위한 분석 도구로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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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의미연결망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하여 Ucinet6와

NetDraw를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수집된 어휘 전처리 결과

수집된 어휘의 출현 빈도 3% 이상을 기준으로 교정 작

업을 수행한 결과, ‘화이트셔츠’는 ‘화이트’와 ‘셔츠’ 등

으로 분리되었으며, ‘슬림핏’은 ‘슬림’과 ‘핏’으로 먼저 분

리가 이루어지고, ‘슬림’은 ‘슬림한’으로 형용사 형태로

변환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통제 작업 수행 결과, 유사

한 의미를 가지는 외래어가 하나의 고유어로 통일되어

‘컬러’와 ‘색감’은 ‘색상’으로, ‘트렌드’는 ‘유행’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 오류 형태가 수정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거 단계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나

타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있’, ‘없’ 등의 동사가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어휘의 전처리 과정으로 출현 빈도

3% 이상의 총 440개의 어휘가 도출되었으며, ‘셔츠’가

2,450회(1.38%)로 가장 높은 빈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평가 어휘 선정

440개의 어휘의 품사, 빈도 및 중심성 분석을 통해 디

자인 속성과 감성 어휘를 나타내는 핵심 어휘 목록을 구

성하였다. 품사 분류 분석 결과,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

에 대하여 디자인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는 명사형, 감

성적 반응이나 패션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휘는 형용사

형으로 도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패션 분야의 감성 어휘 선행연구의 대표적인 디자인

평가 속성인 형태, 색채, 재질, 무늬, 장식, 이미지, 착용

감을 기준으로(An & Lee, 2016a), 이에 해당되는 명사형

어휘를 추출한 결과, 형태는 ‘핏’, ‘라인’, ‘실루엣’, ‘컷’,

색채는 ‘색상’, ‘톤’, ‘배색’, 재질은 ‘소재’, 무늬는 ‘무늬’,

‘프린트’, 장식은 ‘디테일’, 이미지는 ‘코디’, ‘스타일’, ‘이

미지’ 및 착용감은 ‘착용’의 15개의 명사형 어휘가 디자

인 속성 연관 어휘로 도출되었다. 15개의 명사형 어휘의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코디’가 출현 빈도 2,228회,

중심성 지수 0.111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색상’이 출현 빈도 1,633회, 중심성 지

수 0.081로 나타났다(Table 1). 형용사 어휘는 ‘멋진’, ‘예

쁜’, ‘편안한’ 등의 사용자의 감성적 반응을 나타내는 어

휘, ‘캐주얼’, ‘클래식’, ‘댄디’ 등의 패션 이미지를 나타

내는 어휘 등 52개의 어휘가 추출되었고, 이 중 ‘기본적

인’(676회)과 ‘맞춤형의’(669회)가 가장 높은 빈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평가 어휘로 선정된 67개 어휘들의 동시 출현 상관관

계를 바탕으로 일원모드 대칭형 매트릭스를 도출하고,

구조적 등위 관계 분석을 통해 어휘들을 군집으로 분류

하였다(Wasserman & Faust, 1994). 덴드로그램을 통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 세로 방향의 67개의 어휘들

은 3차례의 군집을 통해 7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완벽한’의 형용사 어휘의 경우, 세

번째 차원까지 다른 어휘와 군집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감성적 반응의 평가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 Ucinet6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수행하

였다. CONCOR 분석은 상관계수를 토대로 어휘들이 최

종적으로 하나의 군집으로 수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적절한 수렴 횟수를

지정해주어야 한다(Wasserman & Faust,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렴 수

Fig. 3.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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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3으로 하고 NetDra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결망

을 시각화하였다(Fig. 5). 그 결과, 군집 1, 2, 7의 경우 다

른 군집들과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군집 내에서 어휘 간

의 연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측 하단에 위

치하는 군집 3, 4, 5, 6의 경우 서로 근접하게 위치하며

군집 간 어휘들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연결망 지수 분석 결과, 그룹별 어휘 수, 밀도

(Group density) 및 접촉 빈도 지수는 <Table 3>과 같다.

군집 1은 26개의 가장 많은 어휘들을 포함하며, 높은

접촉 빈도(Sum of tie strengths, 499.04)로 시각화에서

굵은 선으로 어휘들의 강한 연결 관계(Strong ties)가 확

인되었다. 명사형 어휘로 ‘코디’, ‘색상’, ‘무늬’가 주요

디자인 속성 지표로 포함되었으며, 형용사 어휘로 ‘유

니크’, ‘유행의’, ‘핫한’ 등의 감성적 반응과 ‘기본적인’,

‘클래식한’, ‘포멀한’ 등의 패션 이미지가 군집으로 분류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

에 대한 무늬나 색상 표현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이루

어진 어휘들이 높은 응집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

군집 2는 17개의 어휘들을 포함하며 높은 접촉 빈도

(303.86)를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다. 명사형 어휘로 ‘스

타일’이 주요 디자인 속성으로 나타났으며, 형용사 어휘

로는 ‘데일리’, ‘멋진’, ‘편안한’, ‘캐주얼’, ‘쉬운’, ‘스포

티’ 등이 포함되어 일상복으로 착용되는 남성 스트라이

프 셔츠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스트라이프 셔츠는 비즈니스 웨어일뿐만 아

니라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착용되는 데일리 아이템으

로 편안하면서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캐주얼 웨어로도

인식되는 것이 나타났다.

군집 3, 4, 5, 6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며 다른 군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군집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고, 내부의 응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집

의 경우 명사형 어휘로 ‘핏’, ‘실루엣’, ‘디테일’ 등의 디

자인 속성 어휘들을 포함하는 것을 통해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군집들이 서로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 군집을 이루는 명사형 어휘와

형용사형 어휘를 살펴보면, 군집 3에서는 디자인 속성인

‘핏’과 형용사 어휘로 ‘슬림한’, ‘루즈한’, ‘오버’가 나타

난 것을 통해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핏과 오버사이즈의

여유있는 핏이 주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집 4는 그

룹 밀도(0.778)가 군집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며 스트라이프 무늬의 ‘배색’에 대하여 ‘예쁘다’ 또는

‘잘 어울린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빈번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군집 5는 ‘디테일’과 연관되는 형용사 어휘로

Table 1. Selected noun terms for mens striped shirts                                 (N=15)

Noun terms1) Design elements Frequency Rate Centrality2)

Coordination Image 2,228 1.25% 0.111

Color Color 1,633 0.92% 0.081

Pattern Pattern 1,398 0.78% 0.080

Fabric Material 771 0.43% 0.041

Style Image 741 0.42% 0.043

Comfort Wearability 549 0.31% 0.029

Fit Shape 529 0.30% 0.033

Image Image 190 0.11% 0.009

Line Shape 179 0.10% 0.010

Detail Decoration 139 0.08% 0.009

Prints Pattern 121 0.07% 0.006

Tone Color 99 0.06% 0.007

Coloration Color 97 0.05% 0.006

Silhouette Shape 53 0.03% 0.004

Cut Shape 48 0.03% 0.003

1) Terms: Each text index is over 3% in appearance frequency. Each term referred to material, image, pattern, color, shape, wear-

ability, decor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fashion design factors.

2) Texts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centrality value. Degree centrality value average=0.031, Standard deviation= 

0.034, MIN value=0.003, MAX value=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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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의’, ‘새로운’, ‘작은’이 연결을 이루는 것을 통해 과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셔츠 디자인 디테일이 언급되

는 것이 확인되었다. 군집 6은 디자인 속성인 ‘실루엣’과

연관되는 형용사 어휘로 ‘여유있는’과 ‘자연스러운’이 군

집을 이루는 것을 통해 셔츠를 착용하였을 때 몸에 붙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실루엣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군집 7은 ‘맞춤형의’, ‘부드러운’, ‘기능적인’, ‘얇은’,

‘신축적인’의 5개의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는 형용사 어

휘로 군집을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으로 ‘맞춤형의’ 어휘의 경우 빈도 수는 형용사 어

휘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지만 중심성은 낮다는 점과, 나

머지 형용사 어휘들도 중심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는 점에서 군집 외부로 다른 어휘들과의 연결이 비교적

약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

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내용의 경우 소재와 연관된 어

휘들과 밀접한 것이 확인되었다.

V. 빅데이터 기반 패션디자인

평가 어휘 활용 논의

패션디자인 텍스트 분석을 위해 선정된 명사형 어휘

와 형용사형 어휘는 다음과 같은 활용에서 의의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형용사형 평가 어휘는 시즌별 사용자들이 언급

Table 2. Selected adjective terms for mens striped shirts                                 (N=52)

Adjective terms1) Frequency Rate Centrality2) Adjective terms Frequency Rate Centrality

Basic 676 0.38% 0.036 Bright 100 0.06% 0.007

Customized 669 0.38% 0.023 Small 100 0.06% 0.005

Daily 553 0.31% 0.031 Thin 98 0.06% 0.005

Fabulous 552 0.31% 0.032 Wide 96 0.05% 0.006

Pretty 536 0.30% 0.025 Cute 94 0.05% 0.005

Pointy 505 0.28% 0.032 Hot 93 0.05% 0.005

Trendy 444 0.25% 0.029 Loose 85 0.05% 0.005

Casual 426 0.24% 0.026 Easy 79 0.04% 0.005

Comfortable 347 0.19% 0.020 Concerned 76 0.04% 0.003

Charming 268 0.15% 0.016 High 76 0.04% 0.005

Big 241 0.14% 0.011 Large 74 0.04% 0.005

Simple 240 0.13% 0.017 Unique 72 0.04% 0.005

Classic 231 0.13% 0.014 Solid 72 0.04% 0.005

Popular 230 0.13% 0.010 Fresh 70 0.04% 0.003

Slim 193 0.11% 0.012 Perfect 68 0.04% 0.004

Layered 183 0.10% 0.010 Elasticity 65 0.04% 0.004

Long 183 0.10% 0.010 Natural 59 0.03% 0.004

Over 169 0.09% 0.012 Dark 57 0.03% 0.003

Light 167 0.09% 0.010 Young 54 0.03% 0.003

Loose 138 0.08% 0.007 Sporty 51 0.03% 0.004

Stylish 119 0.07% 0.008 Formal 48 0.03% 0.003

Unisex 110 0.06% 0.004 Functional 47 0.03% 0.002

Luxurious 109 0.06% 0.006 Chic 47 0.03% 0.003

New 104 0.06% 0.004 Characteristic 47 0.03% 0.004

Dandy 101 0.06% 0.007 Matching 47 0.03% 0.002

Soft 100 0.06% 0.007 Smart 47 0.03% 0.002

1) Terms: Each text index is over 3% in appearance frequency.

2) Texts a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centrality value. Degree centrality value average=0.009, Standard deviation= 

0.009, MIN value=0.002, MAX value=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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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sults in dend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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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트렌드 연관 신조어, 감성적 반응 및 패션 이미지를

포함하며 실제적 패션디자인 평가 내용을 반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에 대한 감성 평가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평가 어휘의 경우 ‘성숙한’,

‘수수한’, ‘깨끗한’ 등의 문헌에서 도출된 학문적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는데(Kong & Kwon, 2013),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평가 어휘들이 낮은 출현 빈도를 가지며 평

가 어휘로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텍

스트 분석으로 도출된 평가 어휘는 ‘오버’, ‘슬림한’, ‘와

이드’, ‘유니크’, ‘핫한’ 등의 사용자들의 현실 언어를 기

Fig. 5.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Table 3. Network index results for 7 groups

Number of nodes Group density Sum of tie strengths Contents

Group 1 26 0.768 499.04 Expression

Group 2 17 0.752 303.86 Daily wear

Group 3 4 0.730 042.43

Formation
Group 4 7 0.778 116.97

Group 5 4 0.670 069.89

Group 6 3 0.601 043.38

Group 7 5 0.738 062.38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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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평가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는 어휘들을 평가 어휘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어휘는 대중들이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와 요

구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가

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명사형 평가 어휘는 디자인 속성을 반영하며, 의

미연결망 분석에서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평가의 논점

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패션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평가는 사회적, 기능적, 또는

심미적 등의 복합적인 디자인 특성이 평가 요인으로 작

용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디자인 속성을 중심으로 평가

내용의 분석은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졌다(Kwon et al.,

2000). 하지만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의 명사형 어휘를 기

반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용자들의 논

점이 표현 특성, 일상복 특성, 형태적 특성 및 기능적 특

성으로 분류되었다. 아울러 그룹별 연결망 지수를 통해

가장 많은 어휘를 포함하며 주목되는 것으로 나타난 남

성 스트라이프 셔츠에 대한 표현 특성의 경우, 디자인 속

성으로 무늬, 색상, 코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도출되

었다.

셋째, 명사형 어휘와 형용사형 어휘들의 연결 관계 분

석을 통해 개별 디자인 속성에 대한 평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에 대한

평가 어휘들은 동시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강한 상관관

계를 가지는 어휘들이 근접한 위치에서 연결망을 형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늬, 색상, 코디, 스타

일, 핏, 실루엣 등의 디자인 속성 어휘가 각각 ‘넓은’, ‘밝

은’, ‘포인트’, ‘스포티’, ‘루즈한’, ‘여유있는’ 등의 형용사

형’ 어휘와 연결되며 평가 내용이 도출되었다(Fig. 6). 형

용사형 어휘는 특히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속성에 따라 시즌별로 새롭게 업데이트 될 수 있

을 것이다. 주기적으로 축적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된 형용

사 어휘는 향후 시계열 분석 등의 적용으로 트렌드 동향

및 예측 연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하여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비정형 데이터에

서 패션디자인에 대한 평가 어휘를 추출하고 디자인 속

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 방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로그 게시글에서

남성 스트라이프 셔츠 연관 어휘들을 수집하고 정제하

였으며,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으로 패션디자인 평가 어휘를 수

집한 결과, 온라인상의 사용자 게시글은 현실 언어의 특

성을 가지며 유사어의 통일과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에

대한 정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장에서 의

미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와 일반적인 개념의 형용사 어

휘의 경우 모든 어휘들과 연결이 많기 때문에 평가 어휘

목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디자인 속성을 반영하는

명사형 어휘와 사용자들의 감성적 반응이나 패션 이미지

에 대한 형용사 어휘를 통해 핵심 어휘 목록을 구축하는

Fig. 6. Evaluation of fashion design based on tex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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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제안되었다.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핵심 어휘들이 CONCOR 분석

으로 군집되어 패션디자인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 내

용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스

트라이프 셔츠에 대한 주요 언급 내용으로 디자인 표현

특성, 일상복 특성, 형태적 특성, 기능적 특성을 도출하

였다. 아울러, 디자인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형 어휘를 중

심으로 같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형용사형 어휘를 분석

하여 ‘무늬’, ‘색상’, ‘코디’, ‘스타일’, ‘핏’의 패션 이미지

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 내용이 범주화되었다.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은 평가 대상을 검색 키워드로 입

력하여 많은 양의 연관어를 수집하고, 정량적 지수를 통

해 검증된 핵심 어휘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패션디자인 평가 절

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만 이러한 과정은 귀납적 분석으로 데이터 수집이 이루

어지는 시점에서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정보가 도출

될 수 있고, 수집된 어휘의 정제 및 분석 과정에서 아직

까지는 연구자의 해석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만 처리되

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빅데이터 연구자의 통찰력과

각종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텍스트 분석 기술이 요구된

다는 점을 제언한다. SNS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의 교류

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빅데이

터 텍스트 분석은 시즌 트렌드와 밀접한 온라인 신조어

를 연구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현실 언어에 의한 사용

자 요구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이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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