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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young people wearing hanbok are highly visible in the palace and in Hanok 
Village. However, there is much controversy regarding whether the hanbok the young 
people are wearing is traditional. Young people in Korea are exposed to hanbok 
through a variety of ways such as school education, games, webtoons, television 
shows, and movie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eenagers with illustrations of hanbok 
to see which they preferred and which if any they recognized as traditional. The study 
respondents most preferred the hanbok from the 18th century, but they considered the 
hanbok from the 20th century to be the traditional style. We next used text mining 
to analyze the students’ freely written, open-ended responses regarding the hanbok 
they preferred and the one they considered traditional. The hanbok from the 18th 
century, the one the teenagers preferred, was a sexy, cool style related to gisaeng 
that emphasized the waist, whereas the hanbok they believed was traditional, the 
20th-century hanbok, was simple, neat, comfortable, and plain. Among the young 
people’s responses regarding which hanbok was traditional, the text mining extracted 
the following repeated words related to both the 18th- and 20th-century hanbok: 
“dramas,” “mass media,” “historical dramas,” and “movies.” For the 18th-century 
hanbok only, we extracted “webtoons” and “Hanok Village,” and for only the 
20th-century hanbok, we extracted “textbooks.”

Keywords: hanbok(한복), recognition(인식), traditional hanbok(전통한복), preferred 
hanbok(선호한복), textmining(텍스트마이닝)

I. Introduction

최근 고궁이나 한옥마을 등지에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거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관광지에서 한복을 입는 유행 현상은 2013년 10월 문화재청이 전

통계승을 이유로 경복궁을 포함한 4대 궁과 조선왕릉, 종묘에 대해 한복 무료관람

을 시행한 이후 본격화(Kim, 2017)되었다.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서 인증하는 문화가 퍼진 것도 이 무렵이다. 그동안 한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Kim, Kim, & Cho, 2005), 일반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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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한류 열풍

과 함께 젊은이들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고
궁 한복 무료관람 사업 등 일반인들이 한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부 주도 사업이 전개

되면서 관광지에서 체험용 대여 한복을 착용하는 젊

은이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한복입기에 대해 우려하는 시

선도 있다. 서울시 종로구청에서는 젊은이들이 즐기

는 한복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2018년 10
월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고궁 무료입장 

금지를 문화재청에 건의한 바 있다(Yoon, 2018). 기존

에 문화재청의 한복 무료관람 대상에는 전통한복, 개
량한복 그리고 생활한복이 포함되다가, 2017년 1월 1
일부터 개량한복을 제외하고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으

로 제한되었다(Gyeongbokgung Palace Management 
Office, 2017). 문화재청의 한복 무료관람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하는 전통한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학술적으로 볼 때, 전통한복은 우리 민족의 의식구

조와 기후풍토에 가장 알맞게 정착된 고유의상으로써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 안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

르기까지 착용해 온 한국의 전통복식을 의미(Oh, 
1998)한다. 그리고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의 기본적인 

요소에 현대 생활양식에 맞게 실용성과 현대적인 감

각을 더한 한복(Lee, Lee, & Lee, 2004)이다. 이처럼 

학계에서는 전통한복을 특정 시대의 복식 형태로 규

정하지 않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

통복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해, 다양한 사람들

이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전인 나무위키

(https://namu.wiki)에서는 ‘한복은 한민족의 전통의상

으로 시대가 흐름으로써 형태가 점차 변했는데 현대

에는 주로 조선 후기 양식과 그 개량형이 전형적인 한

복의 이미지다’(“Hanbok”, n.d.)라고 정리하고 있어, 
학계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젊은이들의 한복입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퓨전 한복의 고궁 무료입장 금지 등

으로 나타나는 한복 관련 논란은 학계에서 바라보는 

전통한복의 개념과 일반인들의 전통한복 인식이 다르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한복에 대한 또 다른 논란으로 청소년들이 즐

기는 게임 업체에서 발매된 카드에 사용된 <Fig. 1>의 

한복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논란을 들 수 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가 시

작된 모바일 게임인 확산성 밀리언 아서의 한국판에

서 2013년에 특별 발매된 ‘특이형 어우동’ 카드의 일

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기생인 어우동을 

캐릭터화한 점 그리고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한복의 

디자인을 많이 왜곡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시 일러스트에 표현된 어우동의 한복이 조선시대 

한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복 왜곡

에 대한 공격이 많았고, 작가가 개인 SNS 계정을 폐쇄

하고 게임을 위한 한복을 디자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마무리된 바 있다(“Controversy over Hanmilah 
EuDong illustration”, n.d.).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러스트에 표현된 한복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웹툰이나 만화(Yoon, 2012) 
그리고 게임(Kim, 2013) 등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한복이 디자인에 사용되면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로

를 통해 한복을 접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교 교육 

과정 중 가정 교과에서 한복에 대해 학습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복을 접

하고 있고, 전통한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논란

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한복을 선호

하고, 어떤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해 

<Fig. 1> Unique type of ‘EuDong’
From HungryApp. (2013). 

https://www.hungryap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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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한복 유형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복 유형을 전

통한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선택의 이

유를 자유 기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한복 인식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한복 인식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써 전통한복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Background

1. Pre-studies on the recognition of hanbok

일반인이 한복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

한 연구의 출발은 Hwang(1977)이 우리나라 옷에 대

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실태에 대해 알아본 연구에

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Hwang(1977)의 연구에 따르

면, 현대인들은 ‘우리 고유의 옷이니까 입는다’, ‘품위 

있고 아름다워서 입는다’,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입

는다’, ‘행사에 필요해서 입는다’ 등을 한복 착용 이유

로 언급하였고, 착용상의 불만족 요인으로는 활동성

의 결여, 갖추어 입기와 옷 손질의 번거로움, 치마 말

기로 인한 가슴의 압박감, 호흡 장애 등을 들었다. 이
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품위 있고 아름다

우며, 행사에 필요한 우리 고유의 옷이지만, 갖추어 

입기 어렵고 손질이 번거로우며 가슴에 압박감을 느

끼게 하고, 활동성이 결여된 불편한 옷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복에 대한 인식은 Choi and Jo(1989) 그리고 

Kweon, Choi, and Lee(1998)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전통한복의 경우 예복용으로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아름다우며,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의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활동 시 불편

하고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착용 상의 불

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를 바탕으로 한복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

한 연구(Kim, 2010; Kwon & Park, 2006)와 전통한복

의 선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배색에 차이를 두어 착용

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Kang & Choi, 2005; Kang & Lim, 2005) 등이 시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진행된 Cho and Kim(2010)의 연구에서도 한복은 여

전히 의례용 복식으로 활동에 불편하다는 인식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1989년 이후 20년간 변함이 없다고 밝

히며, 이는 우리나라 한복산업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복을 일상 생활복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우

아하고 아름다운 한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나타내는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보급이 우선시되고 그 안에서 

한복의 중요성이 강조된 방식으로의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제언하였다.
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2010년 이후 찾아보기 어렵고, 한복과 한옥, 한식을 

포함한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Rhee and Hwang(2017)에 따

르면, 소비자의 전통문화 가치 인식의 개념 구조는 미

적가치, 정신적 가치, 사회적 가치, 역사적 가치, 상징

적 가치, 문화콘텐츠 가치, 웰빙/로하스 가치 등의 7가

지로 나누어졌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전통문화가

치 인식의 하위차원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결과, 전통

문화 가치인식은 정서적/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역

사적 가치, 상징적 가치, 도구적 가치 등 5가지의 요인

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전통문화 가치 인식에 따라 소

비자 집단을 구분하여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상품의 

선호도와 구매경험, 만족도, 장기적 관계지향 등을 살

펴본 연구(Hwang & Rhee, 2019) 등이 있다.
한복에 대한 인식 연구를 정리해 보면, 2010년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분

리된 의례용 의복으로 품위 있고 아름답지만, 활동 시 

불편하고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인식되고 있었

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한복을 전통문화 속에 포

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인식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고 전통문화 자체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Hanbok culture of youth after 2010

2010년 이후 한복산업에 젊은이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한복 착용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한복 

연구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한복 인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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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의 공통점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선호도와 

인식 그리고 구매 실태나 착용 실태 등을 알아보는 양적 
연구인데 비해, 2010년 이후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한복 
문화에 대한 연구는 사례 중심의 질적 연구가 많다.

Yoon(2012)은 인터넷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차세대의 한복 소통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대표

적으로 만화와 음악 그리고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있

다고 밝혔다. 만화는 차세대가 즐기는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하는 웹툰 또는 전자책 형태의 온라인 만화이고, 
음악은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에 삽입된 OST를 통해 

좋아하는 사극의 경우 팬클럽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

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놀이를 통한 소통

에서는 ‘한복 놀이단’과 ‘한복입기 좋은 날’이라는 단

체의 활동을 주목했는데, 이들은 각종 행사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고, 소모임에서도 한복을 착용하고 즐기

는 모습을 보여준다. 1020세대의 놀이 문화에 나타난 

한복을 좀 더 집중하여 살펴본 Jeong and Lee(2018)
의 연구에서는 ‘한복 체험’ 놀이는 민간, 국가 그리고 

미디어 매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젊은이들의 문

화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먼저 전주 지역 청년들에 

의해 기획, 제작된 ‘한복 데이’ 축제와 한복 착용 시 

고궁에 무료입장하는 문화체육부의 정책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인한 ‘한복 입고 인증샷 찍기’와 같은 ‘한복 

체험’ 놀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한복 체험’ 놀
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놀이로 표현된 ‘한복 체험’에 대한 연구와 달리, 한
복 동호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한복 착용 

의미를 살펴본 연구(Joo, 2017)도 있다. Joo(2017)는 

기존 전통한복이 행사용으로 착용하는 의례복이라는 

드레스코드가 부여된 데 비해, 한복 동호회에 속한 젊

은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사

람과 차별되는 개인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한복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복을 기존에 입혀

지던 방식과는 다르게 일상적인 옷으로, 기존에 한복

에 부여되던 국가적 전통의 목적과 다르게 자아의 표

현을 위해 한복을 입으며, 전통을 새로운 의미로 실천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최근 나타난 젊은이들

의 한복 착용은 ‘한복 체험’이라는 놀이의 형태인 경

우와 일상생활에서 전통을 유지하며, 자아를 표현하

는 수단으로 한복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차세대 또는 1020세대라는 특정 집단의 

행동을 관찰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

다. 이에 한복의 새로운 소비자로 등장한 젊은이들이 

한복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선호

도나 인식을 살펴보는 것보다, 젊은이들에게 자유롭

게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한복 인

식의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Methods

1. Questionnaire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한복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해, 그림 자극물과 함께 어떤 한복 유형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복 유형이 전통한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에 대해 각각 자유 기술식으

로 작성하는 문항을 포함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Selection of stimulus

자극물 선정에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통한복의 시대적 배

경은 조선 시대와 현대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학계에

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모든 시대의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받아들이지만, “주로 조선 후기 

양식과 그 개량형이 전형적인 한복의 이미지다”라고 

언급한 나무 위키의 정리를 참고하여, 조선 시대 한복

과 현대의 개량형 한복을 자극물로 제한하였다.
시대가 분명하게 제시된 자료를 자극물로 사용하

기 위해 단국대학교 석주선 박물관에서 제작한 무덤 

출토 복식 재현 작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차세

대 한복 소통에 대해 연구한 Yoon(2012)이 제안한 청

소년들의 한복 소통 통로인 만화, 음악, 놀이 중 시각 

자료인 만화의 형태에 가까운 일러스트레이션 자료를 

자극물로 선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자극물로 사용

한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의 한복 일러스트레이션은 

고증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가장 전통복식에 대해 깊

이 이해하고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그동

안의 한복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복 자료집으로 출간한 

바 있다(Hansmedia, 2019).
마지막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 무덤 출토 복

식 재현 작품을 대체할 정도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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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류학 전공자 3인이 무덤 출토 복식 재현 작품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한복으로 1971년 이리자의 

한복 작품과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비교한 후, <Table 
1>과 같이 자극물에 포함시켰다.

3.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

본 조사에 앞서, 인터뷰 형식의 예비 조사 과정을 

통해 중학교 가정과 교사 3명과 학생 5명에게 자극물

을 제시한 후 가장 전통한복이라고 생각되는 한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6세기와 17세기의 한복

은 전통한복과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무 위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의 한복과 현대에 개량된 형태의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인식한다는 바와 통하였다. 이

에 16세기와 17세기의 한복은 자극물에서 제외하였

다. 그리고 머리장식과 가채를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

어서 전통한복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머리 부분은 제외하고 <Fig. 2>와 같이 18세

기, 19세기, 20세기의 한복 그림만 최종 자극물로 사

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대상은 전라북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937부 중 자유 

기술식 응답 부분이 불충분한 응답지를 제외한 884부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 Analytical method

기존의 한복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설문지를 

이용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이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작성된 한복 인식에 대한 자유 기술식 응답인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

<Table 1> Stimulus select

16c 17c 18c 19c 20c

Reproduced 
Hanbok

Sources From Jayoung. (2008). http://blog.daum.net Designed by Lee RheeZa 
From Hwang. (2009). p. 47.

Hanbok 
illustration

Sources From Woohnayoung. (2017). https://www.grafolio.com

18C 19C 20C

<Fig. 2> Final stimulus
From Woohnayoung. (2017). 

https://www.grafol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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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비

정형 또는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 및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로서 새로

운 정보를 발견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Yang & 
Kim, 2017). 텍스트 마이닝은 일반적으로 정보 추출, 
정보 검색 분야와 긴밀하게 관련되는데, 문서 조직화

와 지식 발굴의 혼합기술로서 궁극적으로 대량의 텍

스트를 분류하고, 유용한 텍스트를 선별하며, 각 텍스

트에 대한 요약 정보를 발췌하고, 검색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한 키워드를 발췌하는데 유용하다. 텍스트 마

이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구조화된 형태의 

문서들이 수집되면 전처리 과정을 거쳐 텍스트 분석

이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 전처리 작업은 일반적인 텍

스트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변환

하는 작업으로, 텍스트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의 성능

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정보추출, 범주화, 네트워크 분석 등의 텍스트 분석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물은 시각화되어 도출될 수 있다.
분석에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선호하는 한

복 유형과 전통한복 유형을 선택하는 문항은 빈도분

석을 실시하고, 비정형 데이터인 자유 기술식 응답 부

분은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 기

술식 응답은 excel에 입력한 후, 이를 R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csv 파일로 변환하였다. 문장 형태로 

작성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R의 KoNLP, 
tm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 최소 단위로 형태소를 분

리하고, 부사 및 조사를 제거한 후, 비슷한 용어들을 

통합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핵심 단어들을 추출하

였다. 추출된 핵심 단어들은 연구자가 재검토하면서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Response characteristics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453명(51.2%), 여학생 431명(48.8%)이었고, 중학생이 

635명(71.8%), 고등학생은 249명(28.2%)이었다.

2. Preferred hanbok types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한복 유형 선택을 빈도 분석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533명(61.9%)의 응답자가 

18세기 한복을 선택하였고, 20세기 한복을 176명

(20.4%), 19세기 한복은 152명(17.7%)의 응답자가 선

택하였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한복으로 선택한 이유를 자

유 기술식으로 작성한 문항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

석하여 2회 이상 언급된 단어들을 정리한 결과, <Table 
3>과 같았다. 예뻐서, 예쁘다 등 예쁨과 관련된 단어

가 55회 추출되어 가장 많이 추출되었고, 단아함, 단

<Table 2> Frequency result for preferred hanbok

18C 19C 20C Total
Preferred 
hanbok

547 
(61.9)

157 
(17.9)

180 
(20.4)

884
(100.0)

<Table 3> Key word appeared more than twice

Key word (n)

Pretty (55) Skirts (44) Elegance (36) Neatness (36) Clean (31) Shape (29) Jeogori (26) Waist (26)

Splendor (17) Luxury (14) Beauty (14) Sexy (14) Grace (12) Design (10) Comfort (10) Fit (9)

Form (9) Familia-
rity (9) Refine-

ment (9) Line (8) Modernity (8) Sleeve (7) Silhouette (7) Length (6)

Cool (6) Style (6) Ease of 
mind (6) Familia-

rity (5) Slim (5) Practical (4) Dignity (4) Emphasis (4)

Looking 
slim (4) Dongjung (3) Simple (3) Femini-

nity (3) Chest (3) Politeness (3) Gisaeng (3) Line (3)

Simple (3) Common (3) Ease of 
mind (2) Ratio (2) Natural-

ness (2) Calmness (2) Abun-
dance (2) Korean (2)

Charming-
ness (2) Stable (2) Simplicity (2)



Vol. 27, No. 3 심  준  영 53

－ 245 －

정함, 깔끔함 등 이미지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하

였다. 또한 치마(44회), 저고리(26회), 허리(26회) 등

을 이유로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선호하는 한복의 선택 이유를 18세기, 19세기, 20

세기 등 시대별로 정리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시대별로 추출된 단어에 차이

가 나타났다. 18세기와 19세기 한복을 선택한 응답자

들에게 가장 많이 추출된 단어는 예쁨이라는 단어인

데 비해, 20세기 한복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깔끔함과 

단아함을 가장 많이 선택 이유로 작성하였다.
추출된 단어들 중 2개 이상의 시대에서 동시에 추

출되는 단어들을 정리하면 <Fig. 3>과 같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한복을 선호하는 한복으

로 선택한 이유에 모두 등장하는 단어로는 예쁨, 치

마, 저고리, 형태, 화려함, 우아함 등이 있다. 18세기와 

19세기 한복을 선호하는 한복으로 선택한 이유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은 허리, 고급스러움, 디자인, 핏, 모
양, 현대적임, 세련됨, 섹시함, 소매, 스타일 등 현대적

이고 핏이 강조된 디자인을 표현하는 용어가 많이 나

타나는데 비해, 18세기와 20세기의 한복을 선택한 이

유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은 단아함, 단정함, 깔끔함, 
아름다움, 익숙함, 친숙함, 잘록함, 편안함 등 익숙하

고 단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용어가 많이 나타났다. 
특정 시대 한복에서만 나타난 단어들은 청소년들이 

그 시대의 한복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한복을 선택한 응답에서는 라

인, 멋있음, 실용적임, 품위 있음, 심플함, 여성스러움, 
자연스러움, 실루엣, 날씬해 보임 등의 단어가 나타난

<Table 4> Key word appeared more than twice

Key word from 18’C hanbok (n)

Pretty (32) Skirts (28) Elegance (23) Neatness (22) Jeogori (20) Clean (17) Waist (17) Shape (17)

Luxury (11) Beauty (11) Splendor (9) Line (8) Design (7) Fit (7) Length (6) Cool (6)

Form (6) Grace (6) Familia-
rity (6) Modernity (6) Refine-

ment (4) Sexy (4) Practical (4) Dignity (4)

Emphasis (4) Dongjung (3) Sleeve (3) Style (3) Simple (3) Femini-
nity (3) Familia-

rity (3) Chest (3)

Politeness (3) Ease of 
mind (2) Ratio (2) Natural-

ness (2) Slim (2) Calmness (2) Comfort (2) Abund-
ance (2)

Key word from 19’C hanbok (n)

Pretty (18) Sexy (10) Waist (9) Silhouette (7) Skirts (7) Refine-
ment (5) Shape (5) Looking 

slim (4)

Sleeve (4) Splendor (4) Luxury (3) Gisaeng (3) Design (3) Line (3) Form (3) Style (3)

Grace (3) Jeogori (3) Charming-
ness (2) Fit (2) Modernity (2)

Key word from 20’C hanbok (n)

Clean (14) Neatness (14) Elegance (13) Skirts (9) Comfort (8) Shape (7) Ease of 
mind (6) Pretty (5)

Splendor (4) Simple (3) Beauty (3) Grace (3) Familia-
rity (3) Jeogori (3) Calmness (3) Common (3)

Simplicity (2) Stable (2) Familia-
rity (2) Kore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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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19세기 한복을 선택한 응답에서는 매력적임, 
기생, 라인 등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20세

기 한복에서는 안정적임, 무난함, 단순함, 평범함, 소
박함, 한국적임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추출된 단어들을 조합하면, 
18세기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 허리가 강조된 형태의 

예쁘고, 단아하고, 단정하며 깔끔하고 아름다운 한복

으로 정리할 수 있고, 19세기 한복은 기생과 관련된 
섹시하고, 세련되며 예쁜 한복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한복은 단아하고, 단정하며 깔끔하고, 편안한, 무난하

고 평범하며 소박하고 한국적인 한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Traditional hanbok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한복 중 전통한복이라고 

생각되는 한복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선택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이, 66.9%의 응

답자들이 20세기에 개량된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선택

하였고, 18세기 한복이 27.5%로 뒤를 이었다. 19세기 

한복은 5.6%로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이에 한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자유 기술식 답변

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20세

기 한복과 18세기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선택한 응답

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응답자들의 전통한복 선택 이유에 대해 텍스트 마

이닝을 실시한 결과, 2회 이상 언급된 단어들은 <Table 
6>과 같았다. 전통적임(63), 단아함(53), 단정함(35) 등 
이미지에 관련된 단어와 함께 드라마(51), 대중매체

(42), 사극(36)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추출된 단어 10
개 이내에 포함되었다.

전통한복으로 20세기 한복을 선택한 응답과 18세

기 한복을 선택한 응답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다. 응답자들은 공통적으

로 전통적임, 단아함, 드라마, 형태, 대중매체 등을 언

급하며, 20세기 한복과 18세기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단어들을 정리하면 <Fig. 4>와 

같다.
20세기의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선택한 응답에서 

추출된 단어를 살펴보면, 무난함, 평범함, 단순함, 편
안함, 소박함, 차분함, 보수적임, 수수함, 자연스러움, 
고급스러움, 단조로움 등 이미지를 표현하는 단어와 

함께 교과서, 고전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18세기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선택한 응답에서 추출된 

단어들은 한국적임, 예쁨, 한옥마을, 실루엣, 웹툰, 배
래 등이었다.

<Fig. 3> Key words extracted at the same time from more than two periods’s hanbok

<Table 5> Frequency result for traditional hanbok and 
preferred hanbok

18C 19C 20C Total

Traditional 
hanbok

243 
(27.5)

50 
(5.6)

591 
(66.9)

8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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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단어를 조합해 보면, 20세기 한복은 전통적

이고, 단아하며, 깔끔하고, 소박하고, 익숙하고, 드라

마나 대중매체, 사극과 영화 그리고 교과서에서 본 한

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18세기 한복은 전통적이고, 
단아하며, 단정하고, 익숙하고 한국적인 한복으로 드

라마와 대중매체, 사극과 영화 그리고 웹툰과 한옥마

<Table 6> Key word appeared more than twice

Key word (n)

Tradition (63) Elegance (53) Drama (51) Shape (43) Mass-
media (42) Jeogori (41)

The 
historical 
drama

(36) Neatness (35)

Skirts (28) Familia-
rity (20) Ease of 

mind (11) Splendor (10) Common (9) Waist (9) Movie (9) Clean (9)

Dignity (9) Textbook (8) Simple (8) Common 
people (8) Comfort (7) Sleeve (6) Body 

figure (5) Simplicity (5)

Korean (5) Cool (4) Calmness (4) Belt (4) Memory (4) Chest (3) Goleum (3) Conser-
vativeness (3)

Modesty (3) Natural-
ness (3) Pretty (3) Luxury (2) Classic (2) Exposure (2) Monotony (2) Gentle (2)

Rugged-
ness (2) Hanok 

villiage (2) Barrae (2) Silhouette (2) Webtoon (2)

<Table 7> Key word appeared more than twice

Key word from 20’C hanbok (n)

Tradition (46) Elegance (44) Drama (39) Shape (37) Mass-
media (35) Jeogori (29)

The 
historical 
drama

(28) Skirts (28)

Neatness (24) Familia-
rity (12) Ease of 

mind (11) Common (9) Waist (9) Textbook (8) Simple (8) Common 
people (8)

Movie (7) Comfort (7) Sleeve (6) Clean (5) Body 
figure (5) Simplicity (5) Cool (4) Calmness (4)

Dignity (4) Belt (4) Splendor (4) Chest (3) Goleum (3) Conser-
vativeness (3) Modesty (3) Natural-

ness (3)

Luxury (2) Classic (2) Memory (2) Exposure (2) Monotony (2) Gentle (2) Rugged-
ness (2)

Key word from 18’C hanbok (n)

Tradition (17) Drama (12) Jeogori (12) Neatness (11) Elegance (9)
The 
historical 
drama

(8) Familia-
rity (8) Mass-

media (7)

Shape (6) Splendor (6) Dignity (5) Korean (5) Clean (4) Pretty (3) Memory (2) Hanok 
villiage (2)

Barrae (2) Silhouette (2) Movie (2) Webto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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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 본 한복이다. 특히 드라마나 대중매체, 사극, 
영화, 웹툰 그리고 교과서라는 단어는 청소년들이 한

복을 접하는 경로로써 전통한복 인식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차세대 한복 소통의 

수단에 대해 연구한 Yoon(2012)이 언급한 만화나 웹

툰 등이 청소년들이 한복을 접하고 이미지를 형성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20세기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인식한 응답에서 교

과서라는 단어가 추출된 점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드라마와 대중매체, 사극과 영화 그

리고 교과서나 웹툰 등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단어들

은 모두 청소년들에게 전통한복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한복을 전통한복으

로 인식하는 응답자에게서 교과서라는 단어가 추출되

었고, 18세기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에게서는 웹툰이라는 단어가 추출된 결과를 통해, 매
체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한복의 이미지가 다

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 한복을 전통

한복으로 인식하는 응답에서 한옥마을이 언급됨으로

써, 교과서나 대중 매체 등 이외에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한옥마을 내의 한복 등이 청소년의 전통한복 

인식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나 웹툰 그리고 학교 교과과

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복을 접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선 시대 한복과 20세기 개량형 한복을 자

극물로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한복 유형을 선호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한복을 전통한복으로 선택하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호하

는 한복은 18세기 한복이었지만, 전통한복으로 선택

한 것은 20세기 한복이었다. 선호하는 한복과 전통한

복 유형의 선택 이유에 대한 응답을 텍스트 마이닝 기

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단어가 추출되었다. 추출

된 단어들을 조합한 결과, 선호하는 한복의 경우, 18
세기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 허리가 강조된 형태의 예

쁘고, 단아하고 단정하며, 깔끔하고 아름다운 한복, 
19세기 한복은 기생과 관련된 섹시하고, 세련되며, 예
쁜 한복, 그리고 20세기 한복은 단아하고, 단정하며 

깔끔하고, 편안한, 무난하고 평범하며 소박하고 한국

적인 한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선택한 전

통한복의 경우, 20세기 한복은 전통적이고, 단아하며, 
깔끔하고, 소박하고, 익숙하고, 드라마나 대중매체, 사
극과 영화 그리고 교과서에서 본 한복, 그리고 18세기 

한복은 전통적이고, 단아하며, 단정하고, 익숙하고 한

국적인 한복으로 드라마와 대중매체, 사극과 영화 그

리고 웹툰과 한옥마을에서 본 한복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이끌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전통한복이라고 생각

하는 한복 이미지는 20세기에 제작된 개량형 한복이

었다. 전통한복이 반드시 특정 시대, 즉 조선시대와 

같은 역사 속에서 착용되었던 의복이어야 하는 것은 

<Fig. 4> Key words extracted at the same time from more than two periods’s han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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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조선시대 한복도 분명 전통한복임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전통한복으로 20세기 한복을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에서 교과서가 언급된 점과 18세기 한

복을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에서는 웹툰이 추출된 점

에서, 청소년들이 한복을 접하는 경로와 내용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통한복으로 선택된 20세기 한복과 18세기 

한복에 대한 선택 이유에서 드라마와 영화 등 다양한 

매체 관련 단어가 추출된 점에 비추어,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되는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한복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청소년들

은 웹툰이나 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을 

접하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중 매체와 

함께 청소년들이 즐기는 웹툰과 게임 등에서 등장하

는 한복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3년의 ‘특이형 어우동 카드’의 논

란과 같이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가장 많은 응답자가 20세기 한복을 전통한복

으로 응답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20세기 한복 유

형이 전형적인 한복 또는 전통한복을 대표하게 되면

서 변형된 한복을 퓨전 한복 또는 스타일 한복 등으로 

구분하는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인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한복은 형태가 다르

지만 모두 전통한복이다. 그러나 퓨전한복의 고궁 무

료 입장 논란(Yoon, 2018)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한

복에 대한 구분에는 디자인에 사용된 선뿐만 아니라, 
재질과 색상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퓨전 한복인 체험용 어우동 한복은 실

제 19세기의 한복에 사용된 선과 유사한 선을 사용하

지만, 색과 재질이 달라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전통한복을 인식하는데 선, 색, 
재질 중 어떤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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