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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보학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다룬 국내 패션 관련 연구동향과 지식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학술연구에서 나타난 관련 연구의 연도별, 학술지별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
요 연구 주제어를 도출하며, 시기별 주요 연구 동향과 지식 구조를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술 플랫
폼에 게재된 159편의 연구를 수집했고, Python 3.7을 통해 데이터를 정제했으며, NodeXL 1.0.1을 통해 중심성 측정 
및 네트워크 구현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관련 연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로 의류학, 예술학
학술지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AR/VR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심리 
분석, 마케팅 전략 제시, 사례 분석이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군집화를 통해 의류학의 세부 분과별 주요
연구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시기별 주요 주제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연구에서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략 제시 또는 디자인 개발 연구로 보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패션
분야의 통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관련 주제의 연구를 설계하는데 기초연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디지털 전환, 연구동향, 지식구조,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Korean fashion-related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s on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information-based approaches. Accordingly, we first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evant research in Korean academic literature by year and journal; 
subsequently, we derived key research topics through network analysis, and then analyzed major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s by time. From 2010 to 2020, we collected 159 studies 
published on Korean academic platforms, cleansed data through Python 3.7, and measured centrality 
and network implementation through NodeXL 1.0.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lated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2016, mainly concentrated in clothing and art areas. Second, the 
online platform, AR/VR, appeared a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topic, and consumer psychological 
analysis, marketing strategy suggestion, and case analysis were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Through clustering, major research contents for each sub-major of clothing were derived. Third, major 
subject by period was considered, which has, over time, changed from consumer-centered research to 
strategy suggestion, and design development research of platforms or services. This study contributes 
to enhancing insight into the fashion field on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n be used as a basic 
research to design research on related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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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디지털 트렌드는 인공지능 플랫폼과 챗봇, 인
공지능을 만난 사물인터넷과 무인점포와 같은 디지털 에
이전트의 시대, ASMR과 오디오플랫폼과 같은 음성콘텐
츠의 붐, 콘텐츠커머스와 5G의 등장, 유튜브의 독주였다
[1]. 이처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콘텐츠는 사회 
전반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서, 
비즈니스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을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디지털 기술을 기업의 경영 전반
에 활용하는 것으로,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들을 
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영 방향
을 정립하는 것이다[2]. 경영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이란 ‘ICBM+AI(IoT, Cloud, Big data, Mobile+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 동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행 비
즈니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
스를 통한 신규 성장을 구축하는 기업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3].

디지털 전환 기술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이며, 패션산업에서는 AI
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과 큐레이션, 사물인터넷 활용과 
스마트 스토어, RFID를 이용한 패션상품 제조 및 물류관
리 등이 대표적이다.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하여 사용자에
게 코디를 제안하는 서비스의 도입, IT기업 인수를 통한 
증강현실 앱 개발, 홀로그램 형태의 가상 패션모델 활용, 
증강현실을 접목한 홀로그램 패션쇼 등도 모두 패션산업
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국내 섬유‧패션산업에 있어 디지털 전환 현상은 실무
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다. 관련 포럼에서도 2014
년 이후부터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국내 
의류학 분야에서도 패션산업에 도입된 인공지능, 빅데이
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4.5]. 

디지털 전환은 근본적으로 기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주제로 국내외 학술연구를 조회하면 공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
재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학문분야에 편중
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디지털 전환은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패션에

서도 제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
로 한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학, 경제
학, 경영학 분야를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가 두루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군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된 국내 학술연구를 분석하고, 주요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주제어 
간 연결 관계와 중심성 분석을 통해 주제어 간 관련성이
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기법으로[6],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연
구에서 나타난 패션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를 
연도별, 학술지별로 알아보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
요 연구 주제어를 도출하여 지식구조를 살펴본 후, 시기
별로 나타나는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산업 분야에서의 주요 변화
한국패션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글

로벌 패션 포럼은 국내 패션산업의 현재 위치와 주요 이
슈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이
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의 주제 변화를 살펴보면, 국
내 패션산업의 주요 이슈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Fig. 1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글로벌 패션 포럼의 
주제를 그림으로 구성한 것이다. 2009년 ‘패스트 패션’을 
시작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그린 패션’으로 
주제가 변화하다가 2010년부터는 ‘글로벌 패션 컨버전
스’, 2011년 ‘감성 경영’, 2012년 ‘중국시장 진출전략’, 
2013년 ‘신흥 시장 신출을 위한 한국 패션기업의 생존전
략’과 같이 소비자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주제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빅데이터(2014)’, ‘옴니채널
(2015)’, ‘IoT(2015)’, ‘인공지능 기술(2016)’, ‘스마트 워
크(2016)’, ‘산업혁명4.0(2017)’, ‘디지털 패션(2018)’,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2018)’은 디지털 전환 관련 주제들
이 등장했으며, 2018년까지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이에 2014년을 기점으로 국내 패션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주요 산업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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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topic of the global fashion 

2.2 해외 관련 연구 동향
해외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Bertola and Teunissen(2018)의 연구에서도 I4.0과 디
지털 전환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연구 
전반에서 걸쳐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을 보다 지속가
능하며, 진정한 고객 주도형 사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을 강조했다[7]. 

패션에서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을 다룬 연구들은 대
체적으로 경영 분야에서 패션상품군 부문으로 한정하여 
시행된 연구가 다수였다[7-13]. 주요 주제로는 비즈니스
의 프레임 워크 제안[7,8], 패션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9], 패션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
리 및 행동 연구[10,1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델 설
계[12,13]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학 분야에서의 접근으로 유통 채널이나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Hansen 
and Sia(2015)의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 험멜(Hummel)
의 옴니채널 리테일링 전략에 대해 분석했으며[9], 
Scuotto et al.(2020)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구조적 
차원, 관계적 행동 차원, 인지적 차원 및 지식 전달이 패
션 회사들의 양면적인 혁신 지향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
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10].

2.3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
을 추출하는 정보기술로, 정보 검색, 기계 학습, 통계학, 
자연어처리, 데이터 마이닝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성
과에 기반을 둔 응용분야이다[14]. 수집된 데이터는 구두
점이나 숫자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거쳐, 형태소 단위

로 분해되고, 중복 텍스트 처리 및 문법적 오류 교정과 
같은 작업을 거쳐 정제된다. 이후, 수학적 모델이나 알고
리즘을 통해 필요한 단어만을 추출하고, 최종 단어들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까지 진행된
다[15].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데, Kim and Kim(2014)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해외 저널의 서지정보를 통해 클라
우드 컴퓨팅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16], 
Chung et al.(2017)이 1997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해
외 학술지에 게재된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17]. Chong et al.(2019)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깃허브 상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
젝트의 동향을 분석하기도 했다[18].

의류학 분야에서는 Jang and Kim(2017)이 한국패션
디자인학회지에 나타난 패션디자인의 연구동향을 토픽모
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19], Seo et 
al.(2019)은 동시출현단어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복식
문화학회지에 나타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20]. Choi and Lee(2020)의 연구에서도 텍스트 마이
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
재된 윤리적 패션 관련 연구동향을 시기별, 학술지별, 세
부전공별로 살펴본 바 있다[15].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 중, 패션에

서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을 분석 대상으
로 설정했다. 정보 수집 채널은 온라인 학술 콘텐츠 플랫
폼인 Korea Science, DBpia, KCI(Korea Citation 
Index),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교보문고 스콜라를 이용했다. 연구의 제목, 발
행연도, 학술지명, 초록, 키워드와 같은 서지 정보를 분석
요소로 사용했다. 

네이버 학술정보를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연 100편 이상 안정적으로 게
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션과 관련
해서는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수집 
기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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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콘텐츠 및 기술을 모두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패션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 관련 키워
드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
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약 1년간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과 ‘패션’이 모두 포함되는 웹 게시글을 수집하고,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를 추출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변화에 따른 경제, 산업, 
사회, 정치의 총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의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커뮤
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 간 차이가 존재한다[21].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전
략에 대한 관점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고자 ‘디지털 
전환’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했다. 

그 결과, ‘플랫폼’, ‘스트리밍’, ‘빅데이터’, ‘옴니채널’, 
‘인공지능’, ‘이커머스’,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8개 
키워드가 빈도 기준 상위 100개 내의 주요 키워드로 나
타났다. 각 키워드 별로, ‘플랫폼(48건)’, ‘스트리밍(2건)’, 
‘빅데이터(12건)’, ‘옴니채널(18건)’, ‘인공지능(11건)’, ‘이커
머스(19건)’, ‘AR/VR(49건)’으로 총 159건이 수집되었다.

3.2 분석절차
최초 자료 수집 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

들을 포함하는 연구의 제목, 초록, 키워드를 크롤링했으
나, 상당수의 노이즈가 발생했다. 특히, ‘빅데이터’의 경
우, 빅데이터를 다룬 주제보다 텍스트 마이닝이나 네트워
크 분석 등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제목, 초록, 키워드를 확인하여 자료를 수
집하여 노이즈를 최대한 제거했다. 단어 정제 단계에서는 
Python 3.7 프로그램의 KoNLPy 모듈을 사용했고, 숫
자, 문장 부호, 특수 문자와 같은 불용어를 제거했다. 분
석에 중요하지 않은 단어(연구, 분석, 중심, 기반, 탐색, 
관한, 대한 등)도 제거했다. 

최종 159편의 논문으로부터 빈도 기준으로 상위 100
개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개별 키워드의 공출현 
빈도와 TF-IDF를 추출했다. NodeXL 1.0.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페이지랭크,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측정하
고, Wakita-Tsurumi 알고리즘을 통해 군집화했다. 시
각화에서 노드의 크기는 페이지랭크를 기준으로, 엣지의 
굵기는 상호 연결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연구 절차는 Fig. 2와 같이 크게 4개의 단계로 구성되
며, 자료가 되는 연구 논문의 정보 수집, 중복제거 및 형
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및 의미있는 핵심어 추출, 중심성 
분석 및 네트워크 시각화 순서로 진행된다. 

Fig. 2. Research process

4. 연구결과

4.1 출판연도별‧학술지별 연구 분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패션

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연구를 수집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총 159편으로 나타났다. 2010년 최초
의 연구는 증강현실 기술동향과 패션산업의 활용에 관한 
연구였으며[14], 이후 2011년부터 디지털 기술과 관
련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23,24].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n 1 4 3 11 10 9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n 16 19 24 37 25 159

Table 1. Volume of researches by year 

Fig. 3과 같이 패션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다룬 연구는 
2013년부터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본격
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도에는 패
션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하여 37건의 연
구가 진행되어, 2010년대 전반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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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volume of research

한편,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패션에서의 디지
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는 총 50개 학술지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된 연구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총 138편으로, 전
체의 86.61%를 차지하며, 그 외에 21편의 연구는 전
체의 1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
가 상위 몇 개의 학술지에 밀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위 5개까지의 학술지에 관련 연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지식구조 분석
4.2.1 페이지랭크를 통한 주요 연구 키워드 분석
논문의 초록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
어일 가능성도 있다.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단순 출현 빈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며[25], 페이지랭크도 이와 유사하
게 링크를 기준으로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의 개별 노드
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26]. 이 같은 방법을 사
용하면 단순 연결정도에 의한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개별 키워드를 측정했다
(Table 2). 

연구 결과, ‘소비자(1.85)’, ‘특성(1.82)’, ‘기술(1.80)’, 
‘시장(1.77)’, ‘서비스(1.75)’, ‘플랫폼(1.73)’, ‘경험(1.71)’, 
‘영향(1.71)’, ‘전략(1.68)’, ‘AR·VR(1.57)’ 등의 주제어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가장 
활발한 주제이며, 소비자 특성, 소비자 경험, 소비자 영향
과 같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특성 분석, 마케팅 전략 제시, 
디지털 전환 기술의 유형이나 소비자에 대한 사례 분석
이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원형 네트워크로 구축한 Fig. 4를 살펴보면, 

AR-Technology-Transformation 사이와 Consumer
-Shopper-Product-Sevice 사이에 엣지가 굵게 형
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 Word Co-oca TF-IDF PageRb

1 Consumer 166 290.59 1.85 

2 Technology 160 292.69 1.80 

3 Service 125 239.35 1.75 

4 AR/VR 123 202.91 1.57 

5 Platform 109 206.79 1.73 

6 Product 102 188.27 1.89 

7 Transformation 87 202.65 1.61 

8 Mobile/e commerce 85 179.48 1.24 

9 Shopper 84 177.37 1.56 

10 Characteristic 84 152.30 1.82 

11 Purchase 82 174.95 1.32 

12 Effect 81 167.59 1.71 

13 Strategy 74 168.47 1.68 

14 Market 68 154.81 1.77 

15 Omni-channel 66 167.57 1.17 

16 Experience 56 138.57 1.71 

17 Customer 53 153.47 1.39 

18 Satisfaction 42 116.01 1.09 

19 Communicate 36 111.85 1.18 

20 Quality 34 98.45 1.20 

21 Educate 32 103.43 0.66 

22 Value 32 99.42 1.33 

23 Convergence 32 88.39 1.42 

24 Online 32 87.08 1.49 

25 Environment 30 89.87 1.52 

a. Co-occurrence, b. Page rank

Table 2. Top 20 research keyword

4.2.2 세부분야 연구유형 군집화 분석
연구들의 유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지식구조를 살펴

보기 위하여, Wakita-Tsurumi 알고리즘을 통해 군집화
를 진행했다(Table 3). Fig. 5는 Wakita-Tsurumi 알고
리즘을 통해, 집단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9개의 작은 집
단으로 분류되지만, 크게 5집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
요 이슈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A그룹(디자인 및 생산)이 가장 많은 노드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디자인(1.09)’, ‘패턴(0.89)’, ‘3D
프린트(0.87)’, ‘커스터마이제이션(0.85)’, ‘스타일(0.57)’, 
‘큐레이션(0.56)’, ‘한복(0.34)’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그룹에서는 다양한 키워드가 나
타났으나, 이들 키워드는 패턴 설계를 포함한 패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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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earch keyword network by page rank

Fig. 5. Clustering using Wakita-Tsurumi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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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Keyword

Design & 
Production

(A)

Service(1.75), Convergence(1.41), Convenience(1.39), 
Value(1.32), Content(1.31), Material(1.26), 

Distribute(1.22), Revolution(1.20), Response(1.16), 
Production(1,14), Usability(1,12), Department store(1.11), 

Design(1.09), Status(0.97), Manufacture(0.93), 
Pattern(0.89), 3D print(0.87), Customization(0.25), 

Style(0.57), Curation(0.56), Hanbok(0.34)

Technology
(B)

Technology(1.80), Platform(1.73), Effect(1.70), 
AR·VR(1.57), Environment(1.52), Quality(1.20), 

Difference(1.17), Personalization(1.00), 
Performance(0.96), Textile(0.94), Space(0.82), 
Activity(0.75), Sensor(0.57), Interface(0.46), 

Signals(0.44), Healthcare(0.40), Electrode(0.38), 
Fabric(0.36), Illustrate(0.25) 

Consumer 
(C)

Product(1.89), Consumer(1.84), Market(1.77), 
Online(1.48), Customer(1.39)

Retailing
(D)

Characteristic(1.81), Transformation(1.60), Shopper(1.56), 
Change(1.53), Internet(1.27), Trend(1.23), 

Communicate(1.18), Manage(1.13), Price(1.09), 
Consumption(1.01), Function(0.95), Media(0.94), 

Privacy(0.76), Equipment(0.70), Temperature(0.32), 
Forecast(0.26)

Consumer 
behavior

(E)

Experience(1.71), Network(1,40), Purchase(1.32), 
Behavior(1.21), Satisfaction(1.08), Perception(1.04), 

Interactivity(1.01), Interaction(0.89), TAM(0.77), 
Playful(0.70), Regression(0.69), Theory(0.60), 
Mouth(0.53), Instagram(0.52), Pleasure(0.36)

Others Strategy(1.68), Influence(1.20), Relationship(1.02), 
Attitude(0.89), Loyalty(0.41), Ecosystem(0.32)

Table 3. Keywords in each group by page rank

인 및 생산, 또는 전통복식 분과의 주요 주제를 가장 많
이 포함하고 있었다. 주로 3D 프린팅이나 고객맞춤형 디
자인 및 패턴 개발, 추천 시스템 제안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주요 노드를 가진 B그룹(기술)에서는 
‘기술(1.80)’, ‘플랫폼(1.73)’, ‘AR·VR(1.57)’, ‘소재(0.94)’, 
‘센서(0.57)’, ‘인터페이스(0.46)’, ‘신호(0.44)’, ‘헬스케어
(0.40)’, ‘전극(0.38)’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B그룹의 주요 키워드들은 주로 소재 시스
템 분과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으로, AR·VR을 접목한 
기술 개발, 센싱을 활용한 인터페이스 연구, 헬스케어 제
품 개발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었다.

C그룹(소비자)에서 속하는 키워드들은 ‘제품(1.89)’, 
‘소비자(1.84)’, ‘시장(1.77)’, ‘온라인(1.48)’, ‘고객(1.39)’
으로 나타났으며, D그룹(리테일링)에서는 ‘특성(1.81)’, 
‘변화(1.53)’, ‘인터넷(1.27)’, ‘경영(1.13)’, ‘가격(1.09)’, 
‘소비(1.01)’, ‘예측(0.26)’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그룹과 D그룹은 패션마케팅 
분과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전략 제안이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리테일링 사례 분석과 관련
된 주제로 볼 수 있었다. 

E그룹(소비자 행동)에서는 ‘경험(1.71)’, ‘네트워크

(1.40)’, ‘구매의도(1.32)’, ‘행동(1.21)’, ‘만족도(1.08)’, 
‘인식(1.04)’, ‘TAM(0.77)’, ‘회귀(0.69)’와 같은 키워드가 
포함되었고, F그룹에서는 ‘영향(1.20)’, ‘관계(1.02)’, ‘태
도(.89)’, ‘충성도(.41)’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 두 
그룹을 통틀어 패션마케팅 및 의상심리 분과의 소비자 
변수 및 방법론으로 볼 수 있었다. 

4.3 시기 별 연구주제 변화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성

화된 2010년대를 기준으로, 연구 초반기(2010년-2012
년), 중반기(2013년-2016년), 후반기(2017년-2020년)
로 출판연도를 구분하여 주요 연구 주제어의 변화를 살
펴보았다(Table 4). '소비자'는 모든 기간에 걸쳐 상위 
TF-IDF 값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
재 국내 연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심리와 같은 내적 동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체의 38.92%에 해당하는 다수의 관련 연구가 소비자의 
심리나 구매행동을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중심성(Cd)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가지는 정도
로,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자주 주요 키워드들과 많이 
연결되는 주요 주제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중심
성을 기준으로, 연구 초반(2010년-2012년)에는 ‘소비자
(.82)’, ‘활용(.77)’, ‘특성(.69)’, ‘고객(.62)’, ‘기술(.62)’, ‘경
험(.54)’, ‘영향(.49)’, ‘구매의도(.46)’, ‘태도(.46)’ 등의 키
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
한 소비자 경험 및 특성, 즉, 소비자의 심리적 태도 및 구
매행동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하의 주요 키워드들도 ‘기술수용모델
(.38)’, ‘자기효능감(.38)’, ‘만족도(.31)’ 등 소비자 행동 변
수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연구 초기에서는 통계적 방
법을 통한 소비자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면 Fig. 6과 같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중반기(2013년-2016년)
에는 ‘경험(.90)’, ‘디자인(.90)’, ‘소비자(.90)’. ‘기술(.85)’, 
‘영향(.79)’, ‘서비스(.74)’, ‘플랫폼(.74)’, ‘행동(.72)’, ‘인터
넷(.72)’, ‘AR·VR(.67)’ 등의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나
타났다. 연구 초반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행동 변수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AR·VR(.67)’, ‘옴니
채널(.49)’과 같은 디지털 전환 기술이 주요 키워드로 추
가적으로 등장했으며, 분석 방법론으로 ‘네트워크(.51)’와 
같은 키워드가 추가로 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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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도 초반기와 같이 소비자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다양한 디지털 전환 기술과 방법론을 활
용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면 Fig. 7과 같다. 
Fig. 7은 이전 시기의 네트워크인 Fig. 6에 비해, 전체적
으로 노드의 크기가 일정해졌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에 비해 굵은 엣지의 수
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키워드의 출현 자
체는 이전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나, 여전히 특정 키워
드는 특정 방법론과 연관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강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 6. Research Keyword distribution network from
2010 to 2012

Fig. 7. Research keyword distribution network from 
2013 to 2016

2017년부터 2020년은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시기
로, 연구 후반기에는 ‘소비자(.92)’보다 ‘기술(.97)’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에 등장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플랫폼(.95)’, ‘디자인(.95)’. 
‘서비스(.95)’, ‘전략(.90)’과 같은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값 
또한 높게 나타나, 소비자 행동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
어졌던 연구 초중반에 비교했을 때, 연구 후반기에는 플
랫폼, 서비스에 대한 전략 제시나 디자인 개발이 중점적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턴(.69)’. ‘소재
(.69)’와 같은 키워드도 상위 20위 내의 키워드로 등장함
으로써 이러한 결과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Fig. 8. Research keyword distribution network from 
2017 to 2020

Fig. 8은 이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것으로, 전반적으
로 노드의 응집력이 이전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굵은 엣지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특정 키워드가 특정 방법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에서 다양한 방법론들의 
조합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직접 전체 연구에서 나타난 방법론
을 분석한 결과, 기업과 소비자의 디지털 전환 사례 분석
이 42.28%, 태도나 구매의도와 같은 소비자 심리 및 행
동 연구가 32.21%, 디자인 및 생산 설계가 15.42%, 기
타 공학적 접근이 8.05%, 실험연구가 2.01%로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소비자 중심의 
사례 고찰 및 통계적 접근이 현재 국내 연구의 대부분의 
방법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높은 매개중심성(Cb)을 가진 키워드일수록 전체 
연구에서 다른 주요 주제어들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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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문장의 길이가 비교적 긴 
초록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들은 연구자들이 표현에서 주요 키워드들을 연결할 때 
쓰는 중심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연구 초반기에는 ‘소비
자(113.21)’, ‘영향(40.54)’, 중반기에는 ‘경험(33.86)’, ‘디
자인(29.57)’, 후반기에는 ‘기술(31.13)’, ‘플랫폼(28.25)’
이 최상위 매개중심성을 가진 단어로 나타났다. 이에 연
구 초반에는 점차 디지털 전환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
향을 중심으로 기술된 초록의 내용이, 중반기에는 소비자 
경험이나 디자인 및 생산 설계에 대한 내용이, 후반기에
는 기술과 플랫폼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많았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Period No. Word Cd
a Cb

b TF-IDF

2010
-2012

1 Consumer 0.82 113.21 20.64 

2 Utilization 0.77 89.44 6.11 

3 Characteristic 0.69 59.37 10.32 

4 Customer 0.62 24.38 29.31 
5 Technology 0.62 24.38 20.99 
6 Experience 0.54 22.40 12.22 

7 Effect 0.49 40.54 20.16 

8 Market 0.46 14.03 10.18 

9 Purchase
intention 0.46 4.54 15.26 

10 Attitude 0.46 4.54 13.99 

2013
-2016

1 Experience 0.90 33.86 56.03 

2 Design 0.90 29.57 89.26 

3 Consumer 0.90 28.24 93.33 

4 Technology 0.85 28.85 82.88 

5 Effect 0.79 17.49 64.97 

6 Service 0.74 12.61 75.04 

7 Platform 0.74 25.50 55.24 

8 Behavior 0.72 12.47 46.63 

9 Internet 0.72 12.27 33.14 

10 AR·VR 0.67 11.18 60.26 

2017
-2020

1 Technology 0.97 31.13 293.71 

2 Platform 0.95 28.25 256.55 

3 Design 0.95 11.94 309.46 

4 Service 0.95 11.94 252.05 

5 Consumer 0.92 9.36 277.12 

6 Strategy 0.90 8.65 159.44 

7 Characteristic 0.90 7.58 157.82 

8 Experience 0.87 7.11 139.96 

9 TAM 0.82 7.12 87.05 

10 Online 0.82 6.30 102.57 

Table 4. Top 10 keyword in each period

5. 결론

디지털 전환은 국내 산업에서도 학계에서도 모두 중요
한 이슈이다. 패션에서도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패션기업과 소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패션산업군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관련 연구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를 알아보고자 했다.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2010년 이후로 나타
나 2010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연구는 총 159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
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
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술지 별 분포를 확인한 결
과, 관련 연구들은 몇 개의 의류학 및 예술학 분야의 학
술지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
영학, 복합학, 교육학, 공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지에 게재됨으로써, 의류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이지랭크를 통한 주요 연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어로 나타났으며, 소비
자 특성, 소비자 경험, 소비자 영향과 같은 소비자들의 심
리적 특성 분석, 기업의 마케팅 전략 제시, 디지털 전환 
콘텐츠 및 기술에 대한 사례 분석이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식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Wakita-Tsurumi 
알고리즘을 통해 군집화를 진행한 결과, 패션 디자인·생
산/설계·전통복식 분과의 주요 주제로는 3D 프린팅이나 
고객맞춤형 디자인 및 패턴 개발, 추천 시스템 제안으로 
나타났으며, 소재 시스템 분과에서는 AR·VR을 접목한 
기술 개발, 센싱을 활용한 인터페이스 연구, 헬스케어 제
품 개발, 그 외 패션마케팅 분과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전략 제안이나 사례 분석, 소비자 심리 분과
의 변수 및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시기별 주요 주제어 분석 결과, 연구 초반에는 점차 디
지털 전환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된 
초록의 내용이, 중반기에는 소비자 경험이나 디자인 및 
생산 설계에 대한 내용이, 후반기에는 기술과 플랫폼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전환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디지털 변혁, 빅데이터,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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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스마트 팩토리, AR/VR, 로봇, IoT 등 다양한 기술들
을 포함한다. 그러나, 패션과 관련한 연구는 공학, 경제
학, 경영학 분야에 비해 그 수가 적어, 일부 기술들만을 
한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
에 사용된 연구의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는 곧 패션산업에서 이미 새롭
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만, 연구를 통해
서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국내의 패션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서만 한정적으
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
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디지털 전환에 기술의 발전이 전제가 되다보니, 
대부분 관련 연구가 공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패션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다룬 국내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연구의 진행 현황이나 세부 분야별 분포에 대해서는 기
초연구로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
기별, 학술지별, 주제어별 연구 동향과 세부 지식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패션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
회,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
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연구 또
한 분야를 막론하고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
업계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현상으로 인해, 외출
할 일이 적어지면서 의류제품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
하고, 매출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으나[27], 반면, 
온라인 패션플랫폼들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상 패
션위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28].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함께 이에 대한 패션기업들의 전략이 소개됨에 따라, 앞
으로 패션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다룬 연구도 증가할 것
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의 진행 현황은 현
재 패션에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료로서 의
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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