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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전통문화상품의 하나인 한

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한복을 착용하고 여행을 

하거나 사진 등을 SNS를 통해 게시하고 공유하는, 기

존과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복을 즐기고 재미있

는 놀이로 인식하는 한복입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

다. 전통한복에 실용성과 편리성을 더한 생활한복 스

타일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K-Pop, K-Foo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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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influence of consumers' Hanbok involvement and arousal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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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에 이어 한복도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차

세대 K뷰티 [Next generation K-beauty]”, 2019).

지자체와 패션협회에서는 한복축제와 한복문화주

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복문화주간 행사는 문화체육관

광부가 한복문화 향유기회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

자 마련됐다(Han, 2019). ‘한복문화 활성화 행사'에서 

한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중의상, 전통

의상,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전시하고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체험기회가 주어지며, 감꽃잎주머니, 매듭소

품 만들기, 티셔츠/페인팅한복체험, 한지한복 인형접

기 등의 한복소품 만들기 체험, 한복패션쇼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들이 일상에서 한복문화

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 C. Jo, 2019).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세계로 뻗어나

가는 한복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한복을 바

르게 입고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한복축제

를 개최하여 ‘우리 한복, 바로 알고 바로 입으면 더 곱

습니다.’를 주제로 진행하고, 한복음악회, 한복패션

쇼, 각종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한복에 대한 모든 것

을 보고, 느끼고,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Yoon, 

2019). ‘우리 한복 바르게 입기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지난 2013년부터 한복착용 시 고궁 무료입장이 가능

해지면서 한복착용이 늘어났는데 과도하게 변형된 

퓨전한복을 착용하는 관광객과 값싼 패션한복을 취

급하는 대여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복의 정체

성을 잃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전통한복의 기

준과 올바른 한복착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문화가 변질되면 그 정신도 올

바르게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우리 문화와 전통

한복을 지키고, 한복을 바로 알고 바로 입는 문화를 정

착시키기 위해 한복 바르게 입기 토론회가 마련되었

다. 한복 바르게 입기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관계

자들이 모여 한복의 고유성 유지와 올바른 한복착용

문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A. Y. Jo, 2019; Kim, 

2019). 전체적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한복

문화의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계에서도 한복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복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Ko et al., 2020; Lee, 2018), 한복이미지 인식 

차원(Choi et al., 2016), 한복체험 관련 연구(Chang et 

al., 2017; Ko et al., 2020), 한복선호도(Jun et al., 2017), 

한복디자인 선호도(Yoo, 2001), 한복형태와 색상선호

도(Kim, 2017), 선호도에 따른 패턴 제시(Kim, 2000), 

구매행동(Park, 2013; Shim & Kim, 2003), 라이프스

타일(Kwak & Nam, 2002; Park, 2005), 감각추구성향

(Nam, 2008), 한복 관련 웹사이트 분석 연구(Jang, 2006)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복선호도에 대해서는 디자

인 선호도에 관련한 연구와 한국적 이미지 스타일 선

호와 관련한 연구가 많고, 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

도 연구도 약간 있으나 한복선호도가 구매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관여는 소비자 행동의 중요한 변수로 선행연구들

(Kapferer & Laurent, 1985; McQuarrie & Munson, 

1987)이 관여의 다차원성을 제안하고 도출하였으며, 

의복행동에 관여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유행관여, 의

복관여도 연구되었다(Lim et al., 2001). 의복관여에서

도 다차원 구조를 실증하고, 관련 변수와의 영향 관계

가 연구(Chung & Rhee, 1999; Rhee, 1991)되었으나 한

복에서는 연구되지 않았기에 한복제품에 대한 관여의 

구조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된다. 감각추

구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의복관여가 강하고, 패

셔너블하고 새로운 의류제품에 대해 더 즐거움을 느

끼며,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1993; 

Chung, 1998). 소비자에게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는 한복패션에서도 감각추구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한다.

젊은이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각계각층에서도 전통문

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복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한복을 바르게 

입고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한복의 실태, 한복에 대한 인식과 체

험, 형태와 색상, 이미지 선호도 중심으로 연구되면서 

구매행동을 살펴보았으나 소비자 행동의 중요한 변

수인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한복에 대한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한복

선호도와 한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

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복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마

케팅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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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배경

1. 관여

관여는 특정 상황에서 자극으로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의 정도, 또는 특정 대상과 

소비자 자신과의 관련성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Lim 

et al., 2001). Zaichkowsky(1985)의 연구에서는 관여

를 7점 어의차별척도를 이용해 단일차원으로 측정하

였으며, Kapferer and Laurent(1985)의 연구에서는 관

여의 5가지 측면을 추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고, 관심, 즐거움, 상징, 위험중요성, 위험확률

의 5요인을 도출하여 관여의 다차원성을 제안하였다. 

McQuarrie and Munson(1987)은 Zaichkowsky(1985)

와 Kapferer and Laurent(1985)의 연구를 비교 검토하

여 Zaichkowsky(1985)의 척도를 수정하여 제시하였

고, 중요성, 즐거움, 위험의 3요인을 도출하여 관여의 

다차원성을 주장하였다. 의복행동에 관여의 개념이 

적용되면서 유행관여, 의복관여도 연구되었다(Lim et 

al., 2001). Rhee(1991)는 의복관여를 의복에 대한 동

기화, 각성, 또는 관심의 상태로 특정한 자극과 상황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의복관여의 차

원을 상징성, 관심, 유행, 즐거움, 위험지각의 다차원 

구조로 실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한복

제품에 대한 관여도 다차원 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

된다.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제

품,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관여이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Lim et al., 2001). Chung and Rhee(1999)는 20~ 

30대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관여를 매개로 감

각추구성향이 의복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그 결과, 감각추구성향의 네 요인인 변화추구, 새

로운 환경추구, 모험추구, 예술적 감각추구 요인은 의

복관여의 세 요인인 의복흥미, 유행흥미, 의복상징성 

요인을 경유하여 의복구매량에 직접적인 영향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감각추구성향의 변화 추구와 

모험 추구 요인만이 의복구매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Chung & Rhee, 1999). 그런데 관여와 한복에 

대한 연구는 없어 한복에서의 관여의 차원을 알아보

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여의 특성상 한복구매행동에서도 유의한 영향력

을 보이리라 기대되므로 한복관여가 한복구매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감각추구성향

Raju(1980)에 의하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사

람들은 자극의 적절한 수준 즉, 최적자극수준(optimum 

stimulation level: OSL)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자

극이 최적수준보다 낮으면 증가시키려고 시도하고 높

으면 감소시키려고 시도하며, 최적자극수준을 유지

하려고 다양성이나 새로움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러

한 최적자극수준에 도달하려는 경향을 감각추구성향

이라고 한다(Raju, 1980). Kwon and Workman(1996)

의 연구에서 감각추구성향은 변화로부터의 각성, 위

험으로부터의 각성, 비일상적 자극으로부터의 각성, 

관능감각으로부터의 각성, 새로운 환경으로부터의 각

성으로 구성되었고, 이 요인 중 변화, 위험, 비일상적 

자극으로부터의 각성이 패션행동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자극수준으로 감각추구경향을 측정한 연구들

에서 소비자는 감각추구경향이 높을수록 패셔너블

하고 새로운 의류제품에 대해 더 즐거움을 느끼며, 의

복구매 시에도 계속 변화되어 새로움을 제시하는 의

복의 유행성을 중요시하고 구매의도가 더 높으며, 의

복관여가 강하고, 의복에 대한 탐색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1993; Chung, 1998). 

Kim and Rhee(1999)의 연구에서 20~40대 여성 소비

자는 감각추구경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구매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경향이 높은 

집단은 심미적인 외부자극이나 스트레스 해소, 기분

전환 같은 내적욕구에 의해서 구매욕구를 더 느끼는 

반면 감각추구경향이 낮은 집단은 보다 실용적인 측

면인 모임이나 행사를 위해서와 같은 실제적인 필요

에 의해서 구매욕구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소비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감각

추구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am(2008)은 서

울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감각추구성향에 따른 천연염

색제품 소비행동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감각

추구성향은 다감각추구 집단, 무관심 집단, 변화추구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다감각추구 집단과 변화추구 

집단이 의류구매 시 심미성이나 유행을 추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천연염색제품의 구매경험은 다감각

추구 집단이 가장 높았고, 구매이유는 색상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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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유형은 생활한복이었다. 

이를 통해 감각추구성향은 소비자의 천연염색제품

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Ko et al. 

(2020)은 소비자들에게 한복착용을 통해 색다른 즐

거움을 줄수록 한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한복을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감각추구성향

은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는 한복패션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감각추

구성향이 한복선호도와 한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한복선호도

선호도란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거나 하는 정도(“선호도 [Preference]”, n.d.), 

또는 어떤 대상물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판단으로 일

반적으로 대상, 사람, 상황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

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Jun et al., 2017). 

제품선호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연상 작용을 하여 

구매 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Jeong & Woo, 2009) 

한복선호도도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한복에 대한 선호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복디

자인 선호도에 관련된 연구들(Kim, 2017; Kim, 2020; 

Lee, 2012; Na, 2019; Park, 2013; Yoo, 2001)이 많은데 

생활한복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의식, 착용실태와 함

께 분석되어 패턴을 제시하거나 디자인을 개발하여 

작품을 제시하고, 대중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고, 전통한복을 중심으로 혼례 시 신랑, 신부

의 한복, 신랑과 신부 어머니의 한복디자인 선호도(색

상, 소재, 문양)를 분석하거나 디자인 선호도(형태, 색

상, 문양, 장식방법)와 구매행동의 하나로 구매가격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한복디자인(형태, 색상, 소재, 문양) 선호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한국적 이미지 스타일 선호와 관

련된 연구들(J.-S. Hwang, 2010; Hwang & Ha, 2010; 

Youn & Moon, 2010)은 한국적 이미지를 평가하여 차

원으로 나누고, 자극물을 제작해 선호 태도를 비교하

거나 한국적 이미지 추구혜택 집단 간에, 유행혁신성

과 민족정체성 집단 간에 의복추구혜택, 착용선호, 

구매의도, 의복선택기준, 점포선택기준, 선호 점포와

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적 이미

지 스타일 선호와 구매의도 사이의 관계를 밝히지 않

았다.

한복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 연구(Hwang, 2015; 

Jun et al., 2017)에서, Jun et al.(2017)은 20~60대 남녀

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인식이 한복에 대

한 선호도와 장기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한복체험 정도에 따라 한복체험 정도가 많은 

집단, 중간 집단, 적은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전통문화 

가치인식은 미적가치와 상징적 가치의 두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한복체험 정도와 관계없이 한복선호

도는 장기적 관계지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2015)의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가치

인식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저관여 집단, 계승

추구 집단, 실리추구 집단, 고관여 집단으로 분류하였

고, 전통문화상품(한복, 한식, 한옥) 선호도를 소비자 

집단별로 살펴보았는데 한복의 경우 고관여 집단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Ge and Hwang(2015)

의 전통혼례복 선호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한국과 중

국 양국 대학생들은 전통혼례복의 가치를 상당히 높

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 모두 높은 전

통혼례복 선호도를 보였으며, 혼례복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지할수록, 혼례복의 디자인과 상징성 측면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수입 패션제품의 구매의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e & Hwang, 2015). 전통

혼례복의 가치를 높게 인지하고 높은 선호도를 보일

수록 수입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통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 

있고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자국의 제품이라면 구매의

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구대상은 청소년

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통한복이나 생

활한복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를 형태, 색상, 소재, 문

양, 장식방법 선호도로 세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패턴 제시, 디자인 개발을 통한 작품 제시를 하였

으며,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한국적 이미

지 차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한복에 대

한 일반적인 선호도 연구도 약간 있으나 구매행동과

의 관계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한복선호도가 

한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4. 한복구매행동

한복구매행동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구매의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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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로 Lim and Ryou(2001)의 연구에서는 생활한

복의 추구혜택과 위험지각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한복 착용 시 부정적 평가

의 위험지각은 생활한복의 구매의도를 감소시키며, 

현대적인 심미성과 편안함의 추구는 생활한복의 구매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m and Kim 

(2003)의 연구에서는 생활한복 이미지 요인 중 유행

성, 우아함, 전통성, 혁신성 요인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생활한복의 착용빈도도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Kwak and Nam(2002)의 연구

에서 남녀 대학생은 전통한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가 좀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통한복에 대한 태도는 전통한복과 생활한

복에 대한 구매의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생활

한복보다는 전통한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구매의

도의 남녀 차이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전통한

복의 경우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생활한복의 경

우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Ko et al.(2020)의 연구

에서는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중 심미성이 구매의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복의 색

상, 디자인, 고상함 등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오락성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실용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징성은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매량 관련 연구에서 의복관여가 높을수록 의복

구매량이 증가하였다(Kim et al., 2008)는 것은 한복관

여도 한복구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게 한

다. Park(2005)의 연구에서는 1년 동안 명품한복을 한 

벌 이상 구입한 사람이 50%가 넘었으며, 명품한복을 

구입하는 용도로 결혼식, 가족행사로 구입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 그 외 파티용이나 동창회 모임에 자기

발전/사교활동형은 높게 나타나 이는 한복을 주기적

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Park, 2005), 주기적

이라는 것은 구매빈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패션관여 수

준이 높은 사람이 의복구매횟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

되어(Han, 2018) 한복관여도 구매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가격 관련으로 Park(2005)의 연

구에 의하면 명품한복의 가격대로는 50~100만 원대

가 76명(35.2%), 100~150만 원대가 75명(34.7%)로 나

타났다. Cho and Kim(2010)의 연구에서는 전통한복

과 생활한복의 소장여부에 대해 1벌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소장하고 있는 한복

의 구매가격에 대해 전통한복(상, 하의 한 벌)은 31~ 

40만 원대가 가장 많았고,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는 21~30만 원대가 가장 많았다. 생활한복(상, 

하의 한 벌)의 구매가격은 16~20만 원대가 가장 많았

고, 기대하는 적정가격도 11~15만 원대가 가장 많았

다. 이 연구에서 구매가격과 기대하는 적정가격은 전

통한복과 생활한복에서의 가격만을 살펴보았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는 분석되지 않았다. 구매시기와 관련

하여 S. J. Hwang(2010)은 유 · 아동 한복의 최근 구매

시기를 분석하였고, ‘1년 전 이상’이 53.1%, ‘구매경험 

없다’가 22.3%, ‘7개월~1년 전’이 18.4%, ‘현재~3개월 

전’이 3.9%, ‘4~6개월 전’이 2.3% 순으로 나타났다. 조

사 결과로 보았을 때 1년 안에 유 · 아동 한복을 구매한 

소비자의 비율이 전체의 24.6%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서 한복의 구매시기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는 분석되

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전통한복에 대한 태

도, 생활한복의 이미지, 추구혜택, 위험지각이 구매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한복에 대한 인식도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라 구매가격이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또한 한복구매량, 구매빈

도, 구매시기와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분석도 많이 부

족하며, 한복에 대한 선호도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 

변수들이 한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소비자의 한복에 대한 관여와 감각추구성

향을 알아본다.

1.1. 소비자의 관여 차원을 알아본다.

1.2.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 차원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1. 소비자의 관여가 한복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본다. 

2.2.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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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 한복선

호도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3.1. 소비자의 한복선호도가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다. 

3.2.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구매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제 변수들과의 관계

를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측정문항을 기본으로 구성

하였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측정문항에서 관여는 한복제품에 대한 관여이므

로 선행연구와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사용된 측정도

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감각추구

성향, 한복선호도, 한복구매행동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복은 우리나라 고

유의 전통미를 살린 품위 있고 단아한 이미지의 전통

한복뿐만 아니라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생활에 편리

하도록 활동성을 보완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생

활한복(개량한복)(Hwang, 2015), 한복에 패션트렌드

를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패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

한복(예, 철릭원피스)(Choi, 2019; Yim, 2019)도 포함

하였다.

한복관여는 관여에 대한 선행연구(Chung & Rhee, 

1999; Kapferer & Laurent, 1985; Kim, 2002; Laurent & 

Kapferer, 1985; Lee, 1990; Lim & Ryou, 2001; McQuar-

rie & Munson, 1987; Rhee, 1991; Zaichkowsky, 1985)

를 참고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각추구성

향(Chung & Rhee, 1999; Kwon & Workman, 1996; Nam, 

2008; Raju, 1980)은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한복

선호도(Hwang, 2015)는 ‘나는 한복을 좋아한다’, ‘나

는 특별한 날(명절, 혼례, 기념일, 행사 등)에 한복을 입

는다’, ‘나는 만일 환경이 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한

복을 입고 싶다’, ‘나는 한복을 자주 입는 편이다’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복구매행동에서 구매의도

(Kim, 2014; Ko et al., 2020)는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

면 한복을 구매하고 싶다’, ‘나는 한복을 구매할 의사

가 있다’, ‘나는 한복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한다’, ‘나는 앞으로 한복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 한복구매행동으로 구매량, 구매가격, 구

매빈도, 구매시기는 직접 수치를 적는 비율척도로 측

정하였는데, 구매량은 구매한 한복이 몇 벌인지를, 구

매가격은 구매한 한복의 가격을 직접 적도록 하였다. 

구매빈도는 얼마나 자주 구매하는지 질문하고 몇 개

월에 한 번 정도 구매 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구매하는

지 답하도록 하였다. 구매시기는 최근에 또는 마지막

으로 구매한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하고 몇 개월 전에 

구매 또는 몇 년 전에 구매하였는지 답하도록 하였다. 

받은 응답을 월을 기준으로 통일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이에 따라 구매빈도와 구매시기는 수치가 작을

수록 자주 구매하고, 즉 구매주기가 짧고, 더 최근에 구

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구매주

기가 길고, 오래 전에 구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

업, 월평균 총수입을 측정하였다. 연령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므로 폭넓게 전국

의 10~50대까지의 남녀 소비자 63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연구대상자용 설

명문과 동의서를 통해 연구내용과 설문조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리고 설문참여에 대한 동

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에게 한복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설문조사에 참여가능하며 본 

연구에서의 한복은 전통한복, 생활한복, 신한복을 모

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설명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응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27부

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6.0 통

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t-검정, 요인분석, 신

뢰도분석,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4. 표본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남성 309명(49.3%), 여성 318명(50.7%)이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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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Frequency (%) Variable Group Frequency (%)

Sex

Male 309 (049.3)

Job

Housewife  37 (005.9)

Female 318 (050.7) Student 179 (028.5)

Sum 627 (100.0) Professional job  31 (005.0)

Age

18-19 115 (018.4) Office worker 198 (031.6) 

20-29 187 (029.8) Education position  27 (004.3)

30-39 110 (017.5) Professional technician  46 (007.3) 

40-49 109 (017.4) Management position  19 (003.0) 

50-59 106 (016.9) Sales/Service job  35 (005.6) 

Sum 627 (100.0) Retirement/Unemployed  31 (005.0)

Marital 

status

Single 354 (056.5) etc.  24 (003.8) 

Married 273 (043.5) Sum 627 (100.0)

Sum 627 (100.0)

Average 

monthly gross 

income of 

a family

Less than 2 million won  47 (007.5)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student
 41 (006.5)

More than 2 million won

-less than 3 million won
106 (016.9) 

Graduation from 

high school
 88 (014.1)

More than 3 million won

-less than 4 million won
105 (016.7)

College student  20 (003.2) 
More than 4 million won

-less than 5 million won
108 (017.2) 

Graduation from 

college
 56 (008.9) 

More than 5 million won

-less than 6 million won
 80 (012.8)

University student 118 (018.8) 
More than 6 million won

-less than 7 million won
 54 (008.6)

Graduation from 

university
251 (040.0)

More than 7 million won

-less than 8 million won
 46 (007.4)

Graduate school  53 (008.5) More than 8 million won  81 (012.9) 

Sum 627 (100.0) Sum 627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은 18~59세까지 평균 33.4세로 10대는 115명(18.4%), 

20대는 187명(29.8%), 30대는 110명(17.5%), 40대는 

109명(17.4%), 50대는 106명(16.9%)이며, 결혼여부

는 미혼 354명(56.5%), 기혼 273명(43.5%)으로 나타

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251명(40.0%), 대학교 재학 

118명(18.8%), 고등학교 졸업 88명(14.1%), 전문대 졸

업 56명(8.9%), 대학원 이상 53명(8.5%), 고등학교 재

학 41명(6.5%), 전문대 재학 20명(3.2%) 순으로 나타

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198명(31.6%)으로 가장 많았

고, 학생 179명(28.5%), 전문기술직 46명(7.3%), 전업

주부 37명(5.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총

수입은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08명 (17.2%),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06명(16.9%),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05명(16.7%),  800만 원 이상 81명 

(12.9%),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80명(12.8%) 순

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소비자의 한복에 대한 관여와 감각추구성향

의 차원

1) 한복관여의 차원

소비자의 한복에 대한 관여 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 회전에 의

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 수는 고유치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적재값이 .50 미만인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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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값은 .50 이상이었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총 변량

은 70.454%로 나타났다. 요인1은 한복에 대해 중요하

게 생각하고 관심과 흥미, 즐거움을 느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한복에 대한 관심’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의 고유치는 10.074, 설명력은 43.798%로 나타났다. 요

인2는 한복을 통해 타인에게 자아를 표현하고 그 사

람을 상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의 고유치는 3.460, 설명

력은 15.044%로 나타났다. 요인3은 한복으로 평소와

는 다른 분위기나 이미지를 연출하여 모습을 달라 보

이게 하면서 색다른 재미나 즐거움을 주고 매력을 느

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

복’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의 고유치는 1.525, 설명력

은 6.631%로 나타났다. 요인4는 한복구매 시에 위험

을 지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한복구매위험지각’

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의 고유치는 1.146, 설명력은 

4.981%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

는 크론바하 알파값도 .80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에 의

한 척도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Factor Cont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hronbach's 

alpha

 Interest in 

Hanbok

Hanbok means a lot to me. .851

10.074
43.798

(43.798)
.948

Hanbok has a lot to do with me. .839

Hanbok is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830

Hanbok is very important to me. .800

I am very interested in Hanbok. .780

I am interested in many things related to Hanbok. .777

Hanbok gives me great pleasure. .747

It is fun to think or talk about Hanbok. .738

Even if you don't plan to buy Hanbok, visit stores or search 

for information on what Hanboks are there.
.723

Hanbok as a  

self-expression

I think Hanbok represents a person's lifestyle (opinion, atti-

tude, interest, etc.).
.787

3.460
15.044

(58.842)
.895

The Hanbok I buy reflects a little the kind of person I am. .756

You can predict some aspects of the person by looking at the 

Hanbok he/she chooses.
.724

Hanbok helps me express who I am. .649

Wearing Hanbok expresses my image, personality, or indi-

viduality to others.
.572

Hanbok as 

another 

pleasure

With Hanbok, you can create a different atmosphere and im-

age than usual. 
.744

1.525
6.631

(65.473)
.856Wearing Hanbok makes me look different. .698

Wearing Hanbok gives me a different kind of fun or pleasure. .664

Hanbok is charming to me. .649

Hanbok 

purchase risk

perception

The possibility of choosing the wrong Hanbok is very high. .837

1.146
4.981

(70.454)
.822

When buying Hanbok, I am not sure about my choice. .819

Hanbok is a difficult product to choose when buying. .782

Hanbok is difficult if you make the wrong purchase. .686

It’s really a problem if you buy a Hanbok which does not suit. .616

Table 2.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Hanbok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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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각추구성향의 차원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 차원을 분석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 수는 고유치 1.00 이

상을 기준으로 하고 스크리 도표를 참조하였으며, 요

인적재값이 .50 미만인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Table 3>과 같이 총 4개의 하위차원을 

추출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값은 .50 이상이었으

며 이들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56.376%로 나타났다. 

요인1은 새로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안정보다 모험 

등 변화에 대한 감각을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변화추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5.211, 설명력은 

28.949%로 나타났다. 요인2는 예술 분야나 일상에서 

벗어난 감각을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비일상

적 감각추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2.244, 설명력

은 12.468%로 나타났다. 요인3은 친숙하고 똑같은 일, 

안정된 감각을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안정추

구’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419, 설명력은 7.883%

로 나타났다. 요인4는 위험스러운 일을 피하지 않는 

감각추구 문항들로 구성되어 ‘위험스러운 자극추구’

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274, 설명력은 7.076%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

Factor Cont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hronbach's 

alpha

Change 

pursuit

I'm trying to pursue novelty and change in my daily life. .819

5.211
28.949

(28.949)
.856

I like continually changing activities. .819

I continually seek new ideas and experiences. .778

When everything gets boring, I actively seek new and unfa-

miliar experiences.
.713

I feel better in a state of excitement and adventure than in a sta-

te of peace and stability.
.635

I prefer an unpredictable life full of change to a stable and 

monotonous life.
.595

I often look for new places  (restaurants, shops, etc.). .530

Unusual 

sensory 

pursuit

Sometimes I want to get out of my routine and participate in a 

relaxing temple stay or meditation program.
.710

2.244
12.468

(41.417)
.718

A lot of exotic herbs and fragrant shops fascinate me. .674

I like to appreciate paintings or sculptures. .662

There are times when I want to walk on a road full of fallen 

leaves.
.633

I'm interested in a new and various field of art. .525

Stability 

pursuit

I only look for comfortable and familiar people and places like 

that.
.764

1.419
7.883

(49.300)
.706

I prefer to keep doing the same old thing over and over again 

rather than trying something new and different. 
.713

I prefer a friend who is always stable rather than a friend who 

is good at acting somewhat unexpectedly. 
.694

I feel best when I'm safe and secure. .650

Dangerous 

stimulus 

pursuit

I don't want to do dangerous things just for fun (R). .818

1.274
7.076

(56.376)
.682I don't enjoy dangerous sports such as rock climbing or sky-

diving (R).
.808

R: Reverse

Table 3.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arousal seeking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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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알파값은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적합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감각추구성향과 한복관여의 관계

감각추구성향 요인과 한복관여 요인 간에는 유의

한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감각추구성향 중에서 변화추구는 한복관여의 

한복에 대한 관심,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 순으로 정

(+)적 상관을 보여 변화추구가 높을수록 한복에 대한 

관심관여가 높고,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관여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복이 일상적인 양복과는 

다른 자극을 주어 즐거우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색다

른 모습으로 보이므로 새롭고 변화를 추구하려는 성

향에 만족을 주는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비일상

적 감각추구는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 색다른 즐거

움으로서의 한복, 한복에 대한 관심관여의 순으로 정

(+)적 상관을 보여 비일상적 감각추구가 높을수록 자

아표현으로서의 한복관여가 높고, 색다른 즐거움으

로서의 한복관여도 높으며, 한복에 대한 관심관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복이 타인에게 뿐만 아

니라 자신에게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나 이미지를 연

출해 색다른 매력을 주므로 예술적이면서 비일상적

인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 안정

추구는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과 부(‒)적 상관

을 보여 안정추구가 낮을수록 색다른 즐거움으로서

의 한복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복을 통

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나 이미지를 연출하고 색다

른 재미에 매력을 느끼는 것인 만큼 친숙하고 똑같은 

안정을 추구하는 감각과는 부적인 관계가 당연하다

고 여겨진다. 위험스러운 자극추구는 한복구매위험

지각,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과 부(‒)적 상관을 

보여 위험스러운 자극추구가 높을수록 한복에 대한 

구매위험지각의 관여는 낮고, 색다른 즐거움으로서

의 한복관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스러

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일수록 한복구매를 별로 위

험으로 지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며, 한복을 통

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위험으로까지는 지

각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다.

 

2.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선호

도에 미치는 영향

1) 한복관여가 한복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한복에 대한 관여가 한복선호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복관여를 독립변수로 한

복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한복관

여의 하위차원인 4개 요인 모두 한복선호도에 미치는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ｔ F R2

Hanbok  

preference

Interest in Hanbok ‒.714 29.860***

281.891*** .644***
Hanbok as another pleasure ‒.287 12.013***

Hanbok as a self-expression ‒.215 ‒8.999***

Hanbok purchase risk perception ‒.078 ‒3.262***

***p<.001

Table 5. The influence of Hanbok involvement on Hanbok preference

Arousal seeking
 tendency

Hanbok involvement

Change 

pursuit

Unusual sensory

pursuit

Stability 

pursuit

Dangerous 

stimulus pursuit

Interest in Hanbok .286*** ‒.204*** ‒.025 ‒.062

Hanbok as a self-expression .135*** ‒.283*** ‒.002 ‒.046

Hanbok as another pleasure .019 ‒.212*** ‒.086* ‒.103**  

Hanbok purchase risk perception .002 ‒.004 ‒.06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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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rousal seeking tendency factor and Hanbok involveme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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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관여의 하위차

원 중 한복에 대한 관심(β=.714, t=29.860, p<.001), 색

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β=.287, t=12.013, p<.001),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β=.215, t=8.999, p<.001)은 

한복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한복구매위험지각(β=‒.078, t=‒3.262, p<.001)

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복에 대한 관심관여가 높아질수록, 색다른 즐거움

으로서의 한복관여가 높아질수록,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관여가 높아질수록, 한복구매위험지각 관여는 

낮아질수록 한복선호도는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

명력은 64.4%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감각추구성향을 독립변수로 한

복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감각추

구성향의 하위차원 중 비일상적 감각추구(β=.316, t= 

8.739, p<.001), 변화추구(β=.288, t=7.964, p<.001)는 

한복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 중 비일상적 감

각추구가 높아질수록, 변화추구가 높아질수록 한복

선호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

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명력은 18.3%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 한복선호도

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한복구매행동으로는 구매의도, 구매량, 구

매가격, 구매빈도, 구매시기를 살펴보았고, 제 변수들

의 특징은 <Table 7>과 같다. 한복구매의도의 점수 범

위는 4~20점까지이며 평균 13.548점으로 나타났다. 

한복구매량은 1~15벌의 범위이며 평균 1.807벌을 구

매하였다. 한복구매가격은 3~200만 원의 범위로 나타

났고 평균 32.432만 원에 구매하였다. 한복구매빈도

는 1개월마다 구매에서 360개월마다 구매하는 범위

로 나타났고 평균 82.193개월마다 구매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복구매시기는 1개월 전 구매에서 300개월 

전 구매까지의 범위로 나타났고 평균 55.382개월 전 

구매로 나타났다.

 

1) 소비자의 한복선호도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한복선호도가 한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복선호도를 독립변수로, 한

복구매행동으로 구매의도, 구매량, 구매가격, 구매

빈도, 구매시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구매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구매행동에 한복선

호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Variables Range Mean S.D.

Intention to purchase Hanbok 4-20 scores 13.548  3.767

Hanbok purchase volume 1-15 outfits  1.807  1.399

Hanbok purchase price 30,000 won-2 million won 32.432 28.454

Hanbok purchase frequencya Buy it every 1 to 360 months 82.193 71.024

When to purchase Hanbokb Bought it a month to 300 months ago 55.382 56.878

a: The smaller the number, the more often it is purchased (Unit: month).

b: The smaller the number, the more recent it was purchased (Unit: month).

Table 7. Characteristics of Hanbok purchasing behavioral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ｔ F R2

Hanbok 

preference

Unusual sensory pursuit .316 8.739***
69.896*** .183***

Change pursuit .288 7.964***

***p<.001

Table 6. The influence of arousal seeking tendency on Hanbok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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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한복선호도는 소비자의 한복구매행동 중 

구매의도(β=.727, t=26.438, p<.001), 구매량(β=.176, 

t=3.098, p<.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구매빈도(β=‒.341, t=‒6.264, p<.001), 구매시기

(β=‒.302, t=‒5.475, p<.001)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한복을 선호할

수록 구매의도도 높고, 구매량도 많으며, 더 자주 구매

하고, 더 최근에 구매한 것을 알 수 있다. 한복선호도에 

의해 설명되는 설명력은 한복구매의도가 52.8%, 한복

구매량이 3.1%, 한복구매빈도가 11.6%, 한복구매시

기가 9.1%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복선호도가 한복구

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높은 선호도를 보이

는 자국의 제품이라면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사료된 Ge and Hwang(2015)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2)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을 독

립변수로 한복구매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 결과, 한복구매의도에는 한복관여의 하위차

원 중 한복에 대한 관심(β=.564, t=21.234, p<.001), 색

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β=.441, t=16.587, p<.001),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ｔ F R2

Intention to 

purchase Hanbok

Interest in Hanbok  .564 21.234***

216.783***  .582***
Hanbok as another pleasure  .441 16.587***

Hanbok as a self-expression  .129 ‒4.751***

Unusual sensory pursuit  .091 ‒3.214***

Hanbok purchase 

volume

Interest in Hanbok  .154 ‒2.690**
  6.454***  .042*

Unusual sensory pursuit  .114 ‒1.991*

Hanbok purchase 

frequency

Interest in Hanbok ‒.402 ‒7.627***
 31.371***  .174*

Hanbok purchase risk perception  .125 ‒2.364*

When to 

purchase Hanbok

Interest in Hanbok ‒.234 ‒4.167***

 12.755***  .178*

Change pursuit ‒.194 ‒3.456***

Dangerous stimulus pursuit  .166 ‒3.094**

Hanbok purchase risk perception  .139 ‒2.613**

Hanbok as a self-expression ‒.139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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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The influence of Hanbok involvement and arousal seeking tendency on Hanbok purchasing behavior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ｔ F R2

Intention to 

purchase Hanbok
Hanbok preference ‒.727 26.438*** 698.958***   .528***

Hanbok purchase 

volume
Hanbok preference ‒.176 ‒3.098*** ‒‒9.600**   .031**

Hanbok purchase 

frequency
Hanbok preference ‒.341 ‒6.264*** ‒39.238***   .116***

When to 

purchase Hanbok
Hanbok preference ‒.302 ‒5.475*** ‒29.972***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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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The influence of Hanbok preference on Hanbok purchas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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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β=.129, t=4.751, p<.001)과 감

각추구성향의 하위차원 중 비일상적 감각추구(β=.091, 

t=3.214, p<.001)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한복관여의 한복에 대한 관심 요인

이 높아질수록,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 요인이 

높아질수록,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 요인이 높아질

수록, 감각추구성향의 비일상적 감각추구 요인이 높

아질수록 한복구매의도는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

명력은 58.2%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복착용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줄수록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

가 높다고 한 Ko et al.(2020)의 연구결과와 내용면에

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복구매량에는 한복관여의 하위차원 중 한복에 

대한 관심(β=.154, t=2.690, p<.01)과 감각추구성향의 

하위차원 중 비일상적 감각추구(β=.114, t=1.991, p<.05)

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복관여의 한복에 대한 관심 요인이 높아질수록, 감

각추구성향의 비일상적 감각추구 요인이 높아질수록 

한복구매량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

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명력은 4.2%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복구매빈도에는 한복관여의 하위차원 중 한복에 

대한 관심(β=‒.402, t=‒7.627, p<.001)이 부(‒)의 영향

을, 한복구매위험지각(β=.125, t=2.364, p<.05)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복

관여의 한복에 대한 관심 요인이 높아질수록, 한복구

매위험지각 요인이 낮아질수록 한복을 더 자주 구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

변수가 설명되는 설명력은 17.4%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복구매시기에는 한복관여의 하위차원 중 한복에 

대한 관심(β=‒.234, t=‒4.167, p<.001), 자아표현으로

서의 한복(β=‒.139, t=‒2.564, p<.05)이 부(‒)의 영향

을, 한복구매위험지각(β=.139, t=2.613, p<.01)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향의 

하위차원 중 변화추구(β=‒.194, t=‒3.456, p<.001)는 

부(‒)의 영향을, 위험스러운 자극추구(β=.166, t=3.094, 

p<.01)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한복관여의 한복에 대한 관심 요인과 자아표

현으로서의 한복 요인이 높아질수록, 한복구매위험

지각 요인이 낮아질수록, 감각추구성향의 변화추구 

요인이 높아질수록, 위험스러운 자극추구 요인이 낮

아질수록 한복을 보다 최근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설명력은 17.8%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제 변수들과의 관계

소비자의 성별에 따른 제 변수들의 평균차이 비교

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 결과, 한복관여는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 요

인에서만 유의한 남녀 차이가 나타났으며(t=‒8.527, 

p<.001), 여성이 더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 요인

에서 한복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추구성

Variables Sex Mean S.D. t

Hanbok 

involvement

Hanbok as 

another pleasure

Male ‒.327a .931
‒8.527*** 

Female .318 .963

Arousal seeking 

tendency

Change pursuit
Male .175 .945

4.388*** 
Female ‒.170 1.023

Unusual sensory 

pursuit

Male ‒.232 1.007
‒5.878*** 

Female .225 .942

Intention to purchase Hanbok
Male ‒.176 .991

‒4.415*** 
Female .171 .980

Hanbok purchase frequency
Male 73.074b 67.774

‒2.220* 
Female 91.132 5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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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average factor score

b: The average number of months purchased

Table 10. Results of t-test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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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서는 변화추구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4.388, p<.001) 남성이 더 새로운 변화 감각을 추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일상적 감각추구 요인에서는 

여성이 더 비일상적 감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5.878, p<.001). 한복구매의도에서는 유의한 남

녀 차이가 나타났는데(t=‒4.415, p<.001) 여성이 더 구

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ak and Nam 

(2002)의 연구에서 구매의도에서의 남녀 차이가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낸 것과 상통한다. 구매빈도에서는 남

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2.220, p<.05). 한복선호도, 구매량, 구매가격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의 연령과 제 변수들은 유의한 약한 상관관

계를 나타냈는데,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 결

과, 나이가 어릴수록 한복관여의 한복에 대한 관심 요

인(R=‒.097, p<.05)과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 요

인(R=‒.104, p<.01)이 높게 나타났고, 감각추구성향

의 변화추구(R=‒.200, p<.001)와 위험스러운 자극추

구(R=‒.127, p<.001)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

을수록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 and 

Rhee(1999)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한복선호도(R=

‒.087, p<.05)와 한복구매의도(R=‒.164, p<.001)는 나

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났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복

구매가격(R=.256, p<.001)이 높았다. 구매빈도(R=.246, 

p<.001)는 나이가 어릴수록 한복을 자주 구매하였으

며, 구매시기(R=.228, p<.001)도 나이가 어릴수록 더 

최근에 구매한 한복이 많았다. 연령과 구매량과는 유

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여부에 따른 제 변수들의 평균 차이 비교를 위

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

석 결과, 한복관여는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 요

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2.322, p<.05), 

미혼이 기혼보다 한복에 대한 관여가 더 높았다. 감각

추구성향은 변화추구 요인(t=2.810, p<.01)과 위험스

러운 자극추구 요인(t=2.764, p<.01)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는데, 미혼이 기혼보다 더 새로운 변화감

각을 추구하였고, 위험스러운 자극을 더 추구하였다. 

한복구매의도에서는 미혼의 구매의도가 기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408, p<.001). 구매가격은 기

혼이 구매한 한복의 가격(평균 40.5만 원)이 미혼(평균 

24.3만 원)보다 더 높았다(t=‒5.136, p<.001). 구매빈도

는 미혼(평균 59.8월마다 구매)이 기혼(평균 104.5월마

다 구매)보다 더 자주 구매하였고(t=‒5.753, p<.001), 구

매시기는 미혼(평균 47.2월 전에 구매)이 기혼(평균 63.5

월 전에 구매)보다 더 최근에 구매하였다(t=‒2.514, p< 

.05). 한복선호도에서는 결혼여부의 차이가 없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

자의 한복관여는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한복에 대

한 관심’ 요인, ‘자아표현으로서의 한복’ 요인, ‘색다

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 요인, ‘한복구매위험지각’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은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변화추구’ 요인, ‘비일상적 감각

추구’ 요인, ‘안정추구’ 요인, ‘위험스러운 자극추구’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한복관여 요인

과 감각추구성향 요인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

Variables     Age

Hanbok involvement
Interest in Hanbok ‒.097*

Hanbok as another pleasure ‒.104**

Arousal seeking tendency
Change pursuit ‒.200***

Dangerous stimulus pursuit ‒.127***

Hanbok preference ‒.087*

Intention to purchase Hanbok ‒.164***

Hanbok purchase price .256***

Hanbok purchase frequency .246***

When to purchase Hanbok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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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age an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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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소비자의 한복관여 4개 

요인 모두 한복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감각추구성향은 ‘변화추구’ 요

인, ‘비일상적 감각추구’ 요인이 한복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복선호도는 

한복구매행동인 구매의도, 구매량, 구매빈도, 구매시

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관

여와 감각추구성향도 부분적으로 한복구매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

학적 특성과 제 변인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의 

중요한 변수인 관여를 처음으로 한복에 대입하였고, 

그 결과 한복관여의 다차원 구조가 밝혀졌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는 이후에 한복관여 연구를 통해 관

여 구조를 실증하고 보완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둘째,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제품에서도 선

호도와 구매행동에 부분적이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임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를 규

명함으로써 감각추구성향, 한복에 대한 관여, 선호도, 

구매행동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행동의 주요 요인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복관여 요인이 한복선호도와 한복구매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여가 소

비자 행동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구매의도, 

구매량, 구매빈도, 구매시기에 따라 강하게 영향을 미

치는 관여 요인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한복선호도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한복에 대한 관심관여가 가장 강하게 작

용하고,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관여도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는 소비자에

게 한복을 통해 매력적인 느낌을 충족시켜주면서 흥

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요소를 제공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선호도와 구매행동으로 이끌

기 위해 관여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감각추구성향의 비일상적 감각추구와 변화

추구가 한복선호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Variables Marital status Mean S.D. t

Hanbok 

involvement

Hanbok as 

another pleasure

Single .081a 1.027
2.322*

Married ‒.105 .955

Arousal seeking 

tendency

Change pursuit
Single .096 1.052

2.810**
Married ‒.125 .916

Dangerous 

stimulus pursuit

Single .094 1.064
2.764**

Married ‒.122 .898

Intention to purchase Hanbok
Single .152 1.017

4.408***
Married ‒.198 .943

Hanbok purchase price 
Single 24.327b 21.171

‒5.136***
Married 40.483 32.298

Hanbok purchase frequency 
Single 59.773c 44.213

‒5.753***
Married 104.464 84.531

When to purchase Hanbok 
Single 47.193 46.965

‒2.514*
Married 63.517 6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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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average factor score

b: Average purchase price (Unit: KRW 10,000) 

c: The average purchase frequency and when to purchase are the number of months.

Table 12. Results of t-test by marit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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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비일상적 감각추구는 한복선호도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매의도와 

구매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일상적 

감각추구가 높을수록 한복선호도가 높고, 한복구매

의도도 높으며, 한복구매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는 소비자에게 한복을 통해 새

로운 변화를 느끼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

여주면서 일상에서 벗어난 감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

는 마케팅 요소를 제공한다면 한복선호도와 구매행동

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제 변인 간에 부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주목할 만하다. 나이가 어릴수록 한복에 대한 관심관

여와 색다른 즐거움으로서의 한복관여가 높고, 감각

추구성향의 변화추구와 위험스러운 자극추구가 높았

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한복선호도와 구매의도가 

높았고, 한복을 자주 구매하는데, 더 최근에 구매한 것

으로 나타나 미래의 한복시장에 커다란 고객층을 이

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연령 및 결혼여부

에 따라 한복구매가격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가

격은 실제 구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성인 만큼 이

후의 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군집화하고, 

군집의 특성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통한복, 생활한복(개량한

복), 신한복을 모두 포함하여 한복종류 모두를 아우르

는, 전체로서의 한복개념을 가지고 한복에 대한 관여

와 선호도, 구매행동 변인을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전

체로서 바라본 한복과 감각추구성향, 이들의 관계 및 

영향을 알아본 것도 의미 있는 일이나 차후에는 한복

종류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이와 비교해 보는 연구

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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