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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9년 7월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

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강화 발표

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현상이 확

산되었다(Oh & Kim, 2019).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이콧(boycott)을 위해 일본 제품 브랜드 정보를, 바

이콧(buycott)을 위해 대체 소비 정보를 공유하고 있

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No Japan’ 슬로건이 적

힌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였다. 실제로 ‘불매운동’을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전체 데이터의 양은, 본격적으

로 적용을 시작한 시점인 2019년 7월 4일(408건)과 

다음날인 7월 5일(591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

였으며,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670건)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2019년 8월 20일을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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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련 자료의 추이는 떨어졌지만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일본 브랜드 가맹점의 신용카드사 매출 분석 결과에

서도 2019년 6월 마지막 주와 7월 마지막 주를 비교

했을 때,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절

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eo, 2019). 이는 같

은 기간 각 카드사의 전체 신용판매 매출액이 전반

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Sung, 2019), 일본 브랜

드 가맹점 매출만 감소한 것은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패션업계에서는 일본 제품을 대체하여 생산이 가

능한 국내 기업들이 애국 테마로 기획된 상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티셔츠를 출시하기도 하고,  한국 만화캐릭터

인 로봇 태권브이와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기도 

하며 무궁화 모티브의 액세서리 제품이 출시되기도 

하였다(An, 2019).

한편, 매체를 통한 정치 정보의 습득은 시민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시민 참여와 소비자 

보이콧에서 정보의 영향력은 중요하며, 시민들은 미

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 문제를 이해함으

로써 참여적 활동들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다(Lee, 

2018). 온라인 환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

한 관심이나 기업의 평판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비자 불매운동이 대중에게 큰 파급성을 

가질 수 있다(Klein et al., 2004). 국내의 일본 제품 불

매운동은 정치적ㆍ사회적 현상으로써 온라인을 중

심으로 정보가 확산되고 공유되어 그 파급효과가 산

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미연결망 분석을 사용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정치적 

소비로써 일본 패션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고, 불매운동 전후에 따른 실제 소비자들의 인

식과 정보원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으로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보이콧에 대해 규

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소비자 보이콧

소비자 보이콧은 소비자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로 인해 발생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

당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 구매를 고의적으로 중단하

는 행동으로(Friedman, 1991), 일종의 시민 참여행동

이다(Stolle et al., 2005).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현상은 선거나 투표와 같은 방식의 전통적 

참여와 달리, 서명, 집회, 파업과 같은 비전통적인 참

여행동으로(Ryu, 2015),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의 

정치로도 볼 수 있다(Shah et al., 2017). 현대 소비자

들은 자신의 불매운동 의사를 사적으로 표명하거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에서 다른 소비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공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Chen, 2010). 신문이나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 정보의 습득은 그 자체가 수

동적인 차원의 시민 참여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Con-

way, 1981), 대조적으로 블로그나 댓글, SNS에서 불

매운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은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다

수의 연구에서 불매운동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공동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 변화를 꾀하고자 

소비자들이 개입하여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Copeland, 2014; Lee, 2018; Newman & 

Bartels, 2011). 이러한 분류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는 온라인상의 언론 매체에서의 불매운동 정보 전달

을 수동적 차원의 보이콧으로, 대조적으로 블로그, 

카페, SNS에서의 언급을 능동적 차원의 보이콧으로 

보았다.

소비자 보이콧 현상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유명한 시민 단체나 기관을 통해 보이콧

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서 언론에 알리는 전략인 매

체지향적 보이콧, 소비자들에게 보이콧을 하는 제품 

또는 기업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장지향적 보

이콧,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

한 보이콧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대리인 보이콧으로 분류할 수 있다(Seo & Jeon, 

2016). 보이콧 현상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

로 구분했을 때, 미시적 관점은 개인적 차원에서 불

매운동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

여 보다 유리한 방향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심인 

반면, 거시적 관점에서는 공공선이 강조된 사회적 차

원으로 윤리ㆍ도덕적 원리에 입각하여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Park & Park, 

2018).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현상은 인터넷 커뮤니

티에서 불매운동 브랜드 리스트를 공유하고, 불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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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는 행위로 볼 때에는 시장

지향적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큰 틀에서 정치

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 생산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한다는 점

에서 대리인 보이콧으로도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

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일본 기업에 대한 항의

로써 거시적 관점에서의 보이콧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 보이콧의 동기로 시기적절성, 매체를 통

한 정치 정보의 습득, 자기조절성향, 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기적절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가 성 스캔들에 연루된 경우

에 해당 기업의 제품의 보이콧에 이전보다 많은 소비

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mith, 2014), 

매체를 통한 정치 정보의 습득은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적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Lee, 2018). 자기조절성향과 관련하여, Jeon 

et al.(2014)은 조절된 매개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소

비자의 불매운동 신념과 참여행동 사이에 자기조절

성향과 불매운동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였는데, 그 결과 불매운동 신념이 커질수록 불

매운동 태도가 증가하고, 불매운동 태도의 증가가 

불매운동 참여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비윤리적 위반이 위기 상황에서의 개

인의 불매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의도적이며 공중

과 관련된 위기일 때, 기업의 조직과 공중 사이의 관

계성을 낮게 평가할 때 공중의 불매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eon et al., 2019). 온라인 환경

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나 기업의 

평판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비자 불매

운동이 대중에게 큰 파급성을 가질 수 있는데(Klein 

et al., 2004), IT는 현재 국내의 온라인 불매운동의 확

산에 중심에 있으며, 20ㆍ30 밀레니얼 세대는 SNS에

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전개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Park, 2019). Park and 

Choi(2010)의 연구에서 인터넷 불매운동에 대한 소

비자 의식이 불매운동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의 정보 참고도가 높

을수록 불매운동에 대한 긍정성과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yu(2015)도 소비자 불매운동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의 문제에 대해 불매

운동을 하려는 의도 및 행동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

이며, 그 표현방식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Kim and Park(2019)은 합리적 역할 인식과 참

여적 역할 인식은 불매운동 태도를 매개로 하여 온

라인 불매운동 행동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하였으며, 소비자의 마켓메이븐 성향이 불매

운동 태도와 온라인 불매운동 행동의도 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적 역할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온라인 

환경이 가지는 자기익명성과 불매운동에 대하여 Lee 

et al.(2013)은 온라인과 같이 높은 자기익명성을 띄

는 환경의 경우, 기업의 지각된 악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으며, Zhang and Lee(2018)도 소비

자의 자기감시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불매운동 태도

가 온라인 불매운동 의도로 연결되는데 긍정적 영향

을 주며, 불매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온라인 불매운동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감시성이 높은 소비자들의 온

라인 불매운동 의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 보이콧은 기업에게 매출의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악화를 가져다주는 위협적인 소비자 행동인 

만큼(Chavis & Leslie, 2009; Davidson III et al., 1995), 

현 시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내 소비자의 일본 제

품 보이콧 현상의 확산은 글로벌 기업에게 큰 타격

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수

출규제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현재에는 일본군 위안

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등 보편적 인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의 정치적 신

념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온라인 파급력, 시기적절성과 맞물려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류 제품의 불매운

동에 대해, Lim(2019)이 나이키가 1990년대 중후반

부터 2000년대 초까지 나이키 광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나이키 하청공장에서 근무하

는 근무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노동착취

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이콧의 타깃이 된 사례 

연구가 있었으나, 의류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일본 패션제품 불매현상의 

수동적 차원과 능동적 차원의 두 관점에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불매 대상으

로 언급되는 타 산업과 비교ㆍ분석하여 일본 패션

제품 보이콧 현상만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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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소비

정치적 소비는 정치적, 윤리적 또는 환경적 이유

로 특정 상품을 회피하거나 추구하는 신중한 의사결

정으로 보이콧과 바이콧을 포함하는 소비 형태이다

(Halkier & Holm, 2008). 보이콧이 소비자 특정 기업

의 좋지 못한 행동을 응징하기 위해 구매나 지원을 

철회하는 것인 반면, 바이콧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

결하는 비공식적 시민 참여와 비슷하며, 주변 사람

이나 사회적 집단을 통해 상품 및 기업한 비공식적 

학습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구분된다(Friedman, 

1999). 그 예로, 국익에 반하는 국가의 상품 구매 거

부, 인권 문제 또는 인종차별 문제가 있는 기업의 상

품 구매 거부, 다국적 기업의 상품 구매 거부는 모두 

정치적 보이콧으로 분류할 수 있다(Park, 2019).

Andersen and Tobiasen(2004)은 정치적 소비는 고

전적인 보이콧에서 진화한 더욱 복잡한 소비 행동으

로, 보이콧 행동 자체는 일시적이지만, 정치적 소비

는 일상의 규칙적인 소비 행동까지 포함한다고 보았

다. 그 근거로 정치적 소비는 부적 정치적 소비인 보

이콧뿐만 아니라, 정적 정치적 소비인 바이콧을 포

함하는 개념이며, 특정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항상 집단에 의한 조직적 동원을 통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

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용 위주의 소비나 종교적 이유나 인종적 결속을 

위한 규범적 구매의 경우는 정치적 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정치적 소비는 사회적 책임 소비와 함께 윤리적 소

비나 가치지향적 소비의 맥락에서 설명되기도 하는

데(Harrison et al., 2005; Park, 2019; Shah et al., 2017), 

반대로 Barnett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소

비가 무역정의, 기후 변화, 인권, 노동권 등 사회 문제

를 포함한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시민성을 표현하려

는 정치적 행동이라고도 보았다. 정치적 신념이 보

이콧의 동기요인이 되어 발생한 사례로 한국의 사드

(THHAD) 배치로 중국 소비자의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성 보이콧이 일어났으며(Harmeling et al., 

2015), 2003년 초 프랑스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를 이

유로 미국에서도 프랑스 와인 불매운동이 일어난 사

례가 있다(Chavis & Leslie, 2009). 

Stolle and Micheletti(2013)는 정치적 소비를 분류

하는 기준으로 조직적/개인적 차원, 정적/부적 여부

에 따라 네 개로 분류하였는데, 조직적이고 정적 정치

적 소비, 조직적이고 부적 정치적 소비, 개인적이고 

정적 정치적 소비, 개인적이고 부적 정치적 소비로 나

타냈다. Park(2019)은 정치적 소비에 대한 여러 학자

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치적 소비를 정치적, 윤리적, 

환경적 고려를 가지고 구매나 불매의 의사결정을 하

는 개인적 소비이자,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소비 담

론에 영향을 주고받는 소비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사회 전체의 결과에 영향

을 주는 개인화된 책임수용행동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정치적 소비에 대

한 개념을 정리하거나 영향 변수 측정, 국가 간 소비 

비교에 대한 실증연구로 수행되었다. Baek(2010)과 

Park(2019)의 연구에서도 정치적 소비에 대한 실증

연구의 한계점으로, 정치적 소비를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측정하는 측면이 있으며, 소비자 참여를 적절

하게 포착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적 소비로써의 보이콧 현상은 단순한 불매운동 

현상보다 더욱 복잡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서 여러 차원의 중심성을 측정하였으며, 구조적 등

위성 분석, 2-mode matrix 공출현 분석, 연관 산업과 

패션산업에서의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소비자의 일본 의류 제품 불매운

동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알아본다.

1-1. 일본 의류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국

내 웹 자료에서 나타난 핵심 키워드

를 알아본다.

1-2. 불매운동 관련 의류 제품의 브랜드

별 키워드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한국 소비자의 일본 의류 제품 불매운

동과 연관되어 출현한 타 산업(맥주, 

자동차, 여행)과 의류 산업의 불매운

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다.

연구문제 3. 불매운동 전ㆍ후에 따른 한국 소비자

의 한ㆍ일 의류 브랜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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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일본 의류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비

인적 정보원과 소비자 인식의 출현 

키워드 비교를 통해 정보원 간 인식

의 차이를 알아본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구

글 코리아에서 ‘불매운동’과 ‘의류’가 동시에 출현하

는 웹 자료 12,18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과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을 비교

ㆍ분석하고자 수집 채널로 비인적 정보원(온라인 매

체)과 소비자 인식을 구분하였다. 비인적 정보원으로 

3,566건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고, 소비자 

인식에 해당되는 자료로 블로그, 카페, SNS 등에서 

7,884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TEX-

TOM을 이용하여 국내 포털사이트의 관련 웹 문서

를 수집하였다. 뉴스 기사의 경우 제목과 본문을 통

합하여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의 형태소를 명사(Noun)로 한정하여 정제하

였다. 정제된 자료를 바탕으로 UCINET과 NodeXL

을 사용하여 중심성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구조적 

등위성 분석은 CONCOR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

uage Processing; NLP)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텍스트

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정보 기

술이다(Fan et al., 2006).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

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니라 

context 수준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정보 검

색, 기계 학습, 통계학, 자연어 처리, 데이터 마이닝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성과에 기반을 둔 응용 분

야이다.

텍스트 마이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전처리

를 거치게 되는데, 형태소 단위로 분해(parsing)하고 

중복 텍스트 처리 및 문법적 오류 교정 등의 작업을 

통해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게 된다. 

이후, 수학적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필요한 단

어를 추출하고, 최종 단어들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

여 요약 및 군집화를 통해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보 추출을 통해 얻은 자료를 매트릭

스상으로 표현하였을 때, 행과 열이 동질적인 노드

로 구성된 경우를 1-mode, 행과 열이 이질적인 노드

로 구성된 경우를 2-mode라고 하며(Kwahk, 2014),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매트릭스를 모두 사용하여 공출

현을 표현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정보 추출 단계에서 측정할 항목

인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

ency)는 특정 단어가 문서에 나오는 빈도수를 나타

내는 지표로, TF(문서 내 특정 단어의 빈도수)와 IDF

(여러 문서 내의 특정 단어 빈도수(DF)에 대한 역수)

를 곱한 값으로 문서의 중요도를 표현한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중요성에 따라 그 단어와 문서의 연관

성을 계산하므로 단순 출현빈도를 보완할 수 있다.

구조적 등위성이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

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일한 관계 패턴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Burt, 1982). 구조적 등위성

의 전제조건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행위자들이 반드

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각자 

서로 제3자의 행위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유사하

며, 기대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관관계(correlation)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클리디

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인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분석을 사용하였다. 비정형데이터 분석에서는 구조

적 등위성 측정을 통해 유사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

는 단어들을 그룹화하고, 동일한 관계 패턴을 가진 

단어들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분석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에서 대상을 사람 대신 메

시지로 적용시킨 방법으로(Mitchell, 1969; Seo et al., 

2019), 텍스트 내 단어들의 사용빈도와 관계를 통하

여 강조성, 규칙성을 찾아내어 연결망의 특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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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방법이다(Park & Leydesdorff, 2004).

중심성(centrality)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차

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척도로(Hanneman 

& Riddle, 2005),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하면 보이

콧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도출이 가능해진

다(Shin & Yoon, 2018). 대부분의 네트워크 중심성 분

석에 사용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노드

의 연결 정도를 기반으로 하는 중심성으로, 노드의 파

워를 나타내는데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의미 네트

워크에서 노드의 연결중심성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

들과 연결된 횟수를 의미한다. 아이젠벡터중심성(ei-

genvector centrality)은 한 노드에 연결된 노드의 중요

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특정 노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 값의 합에 비

례하여 결정된다. 연결 정도 중심성이 낮아도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노드들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이 노

드의 아이젠벡터중심성은 높을 수 있으며, 영향력이 

큰 노드로 볼 수 있다(Kwahk, 2014).

IV. 결   과

1. 일본 패션 불매운동에 대한 텍스트 및 네트워

크 분석

1) 일본 패션 불매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키워드 분석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난 키워드로 일본(18,101), 유

**로(5,752), 한국(2,344), 환불(2,116), 신**상(1,752), 

브랜드리스트(1,702), 경제(1,582), 반사이익(1,539), 

경제보복(1,040), 수출규제(993) 등으로 나타났다(Ta-

ble 1). 상위 200위 내 출현단어들은 크게 정치적 요

인, 타깃 브랜드, 주요 패션아이템, 연관 산업, 태도 

및 감정과 관련된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정치

Words Count TF-IDF

Degree 

centrality

(Cd)

Eigenvector 

centrality 

(Ce)

Words Count TF-IDF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e)

Japan 18,101 0000.00 1224.63 0.07 Top** 849 2732.83 87.99 –0.64 

U***lo 5,752 6319.22 0485.75 0.04 Desce*** 827 2239.56 92.28 0.36 

brand 4,155 4564.73 0377.22 0.00 replacement 752 2173.56 70.10 0.00 

Korea 2,344 4199.88 0208.15 0.10 participate 726 2098.41 63.03 0.16 

refund 2,116 5073.95 0027.39 0.02 shoes 712 2017.25 63.99 0.20 

beer 1,806 3514.31 0166.27 0.14 theme stock 616 1982.83 55.75 –0.39 

Ss** 1,752 4857.58 0155.37 –1.00 effect 597 1845.35 49.34 –0.03 

brand list 1,702 3739.68 0161.10 0.43 patriotism 590 1922.28 57.72 –0.33 

economy 1,582 3476.01 0156.08 –0.04 Mon*** 573 1821.02 56.15 –0.46 

reflective benefit 1,539 4360.32 0127.86 –0.78 government 550 1747.93 53.61 –0.03 

export 1,195 2865.48 0125.03 –0.25 Asa** 531 1664.95 64.48 0.16 

travel 1,160 2882.49 0095.19 0.18 
Japan

manufacturing
527 1717.02 46.56 –0.05 

image 1,151 2650.28 0035.49 0.02 upper stock price 466 1600.24 37.30 –0.37 

sales 1,082 2775.28 0103.62 0.00 manufacturing 406 1394.20 35.86 –0.11 

economic 

retaliation
1,040 2584.30 0114.78 0.01 boycott 406 1431.70 40.61 0.08 

store 1,031 2720.87 0078.37 0.10 underwear 398 1468.17 32.53 –0.23 

export regulation 993 2546.99 0111.72 –0.17 domestic 389 1393.99 38.35 –0.11 

Mu** 904 3021.31 0092.46 0.06 Asi** 382 1311.78 44.58 0.26 

retailing 879 2319.73 0082.01 0.01 anti-Japan 369 1311.92 29.23 –0.01 

Table 1. Top words b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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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비군에는 현상, 주식, 정치적 요소와 관련된 단

어들이 출현하였으며, 타격, 감소, 급락과 같이 추이

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매출, 불매, 주식과 연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유**로의 경우, 의

류 산업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서도 높은 빈도의 공

출현을 보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핵심 불매 브랜

드로 주목받음을 알 수 있다.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일본(1224.63), 유**로

(485.75), 브랜드(377.22), 한국(208.15), 맥주(166.27), 

신**상(155.37), 브랜드리스트(161.10), 경제(156.08)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내에 다른 단어들

과 연결이 높게 나타나 네트워크의 특성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브랜드리스트(Ce=0.43)의 아이

젠벡터중심성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

드리스트의 경우, 실제로 연결중심성 값이 높게 나

타난 여러 브랜드들을 통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패션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일본과 유*

*로, 브랜드, 브랜드리스트, 수출, 여행, 아베가 가장 

큰 연결강도를 가지고 연결되었다. 일본과 경제보복, 

수출규제, 반일, 극우와 같은 키워드 연결을 통해, 불

매운동이 수출규제 문제에서 나아가 일본 정부에 대

한 저항의 의미로써 정치 의식적인 소비 행동으로 

전개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일본 패션 불매운동에 대한 브랜드별 공출현 단어 

분석

<Table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이콧 브랜드로는 

유**로, 데*트, 무**품, 아*스, 미*노가 바이콧 브랜

드로는 탑*, 클***코, 쌍*울, 타*으로 분류되었으며, 

브랜드별 키워드 공출현을 2-mode matrix를 사용하

여 시각화하면 <Fig. 1>과 같다. 사과, 전범과 같은 부

정적 단어들과 높은 공출현을 보여 국내 언론 및 소

비자들의 부정적 정서가 직접적인 표출된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경제보복, 타격, 감소와 같은 단어와 불

매운동의 인과관계로써 높은 공출현을 보였다. 브랜

드 유**로의 경우, 전체 자료 내에서 출현빈도수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

의 단어와 공출현이 높게 나타났다.

애국심, 광복절과 높은 공출현을 보여, 소비자 의

식의 반영 또는 국내 의류 기업들의 광복절 기념 애

국 마케팅에 대한 관심 및 홍보효과로 볼 수 있다. 불

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과 높은 공출현을 

보였다. 해외 브랜드의 경우, 원산지라는 단어의 공

출현이 국내 및 〮일본 브랜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

났다. 대체품과 높은 공출현을 보여, 보이콧 브랜드

의 대체품으로써 화두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내 불매운동 관련 연관 산업과의 비교 분석

패션상품군의 바이콧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Top3 

관련 산업은 맥주(1331), 자동차(1017), 여행(982)으

로 나타났다(Fig. 2). 맥주, 자동차, 여행, 의류 산업에

서 수출규제,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한일관계, 아

베, 정부, 국민, 시민과 같은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의류를 비롯한 연관 산업의 불매운동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된 정치적 소비 행동임을 의미한

다. 독립운동, 반일, No-Japan, 공유, 의식, 동참(참

여), 이유, 문제와 같은 단어는 국내 소비자의 의식이 

반영된 단어로써 출현하였다. 온라인, 대체품, 정보, 

확산이 공통적으로 출현하여 온라인을 통한 일본 제

조 상품 대체품에 대한 탐색으로 출현하였음을 유추

할 수 있다. 한편, 불매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일본반

응, 영향, 효과, 분위기, 타격, 피해 등의 키워드가 상

위  200단어 내에 출현했는데, 이는 일본 제품 보이콧

이 정치적 소비임과 동시에 국내 소비자의 일본 기

업의 매출하락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 불매운동 관련 키워드에서 나타내는 차이

로 여행의 경우, 친일파, 욕설, 비난, 격분, 제정신, 방

사능을 비롯하여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단어가 다른 

연관 산업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으며, 

산업의 특성상, 상품 및 회사이름은 나타나지 않았

다. 자동차의 경우,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브랜드명

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반면, 소비자의 태도 및 감

정 키워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맥주나 의

류에 비해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으로 

소비에 따른 태도 및 감정이 타 산업군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맥주 

산업의 불매운동의 경우, 태도 및 감성, 현상 반영, 브

랜드 키워드의 분포 및 흐름에 있어 의류 산업의 불

매운동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산

지에 대한 키워드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류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의류 제품의 경우, 다른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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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비교했을 때, 주식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산지는 의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키워드로 출현하였으며, 제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이 다른 산업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

Boycott brands Buycott brands

U***lo Desce*** Mu** Asi** Miz*** Top** C.Mon** Sb* Ti** Total

Japan 9,703 1,618 1,546 851 785 3,146 621 194 446 18,910

brand list 3,828 655 394 90 63 1,605 10 33 15 6,693

Korea 1,964 115 114 66 54 173 3 0 1 2,490

refund 3 0 0 0 0 0 0 0 0 3

economic retaliation 963 129 75 27 25 279 1 26 1 1,526

reflective benefit 865 20 4 4 4 1,553 0 282 2 2,734

export 501 57 73 21 23 559 4 25 3 1,266

image 71 2 2 0 0 17 0 0 0 92

sales 906 40 128 1 0 213 0 3 1 1,292

store 1,206 35 77 6 3 37 0 0 0 1,364

export regulation 465 56 77 15 17 301 5 25 4 965

replacement 293 37 32 17 16 277 198 6 155 1,031

participate 455 117 90 65 67 47 28 0 23 892

theme stock 188 5 10 0 0 564 0 40 0 807

effect 459 17 14 0 1 110 1 18 1 621

patriotism 199 1 3 4 0 536 0 20 0 763

government 205 39 25 7 6 135 0 0 0 417

manufacturing 350 18 7 3 0 215 0 12 2 607

anti-Japan 257 25 4 0 0 82 2 2 2 374

Abe 165 13 33 10 7 13 4 0 2 247

trade 101 23 12 8 8 49 3 3 3 210

damage 274 13 42 8 8 16 0 0 0 361

decrease 252 6 118 0 0 18 0 0 1 395

consumer goods 62 0 10 0 0 36 0 5 0 113

effect 160 20 11 5 3 51 3 4 2 259

stock market 64 8 20 0 0 318 0 45 2 457

apology 532 7 2 2 3 5 0 0 0 551

defame 472 1 0 0 0 6 0 0 0 479

original 154 8 12 3 0 103 0 54 1 335

National liberation day 28 0 0 0 0 147 0 0 1 176

sharing 77 35 34 23 24 3 20 0 18 234

interest 89 9 3 2 0 106 2 26 2 239

white list 108 1 0 5 5 61 0 2 0 182

war criminal 85 57 56 50 51 11 0 0 0 310

original 15 1 0 0 0 22 107 0 95 240

Total 25,519 3,188 3,028 1,293 1,173 10,814 1,012 825 783 47,635

Table 2. Co-occurence in fashion brands by wor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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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류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탐색과 관심

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폐점과 같은 키워드의 출현도 

불매운동에 있어 의류 산업에서는 점포도 영향을 받

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보이콧 전⋅후 브랜드 이미지 분석

출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보이콧 브랜드와 바

이콧 브랜드케이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출규제가 

Fig. 2. Co-words network analysis by industries.

Fig. 1. Directional network by brand (2-mod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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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2019년 7월 1일 전⋅후 3개월간 키워드 변화

를 살펴보았다. 보이콧 브랜드로 패**리테일링의 유

**로가 , 바이콧 브랜드로 신**상의 탑*이 분석 대상

이 되었다.

문서 간 특정 단어가 속한 문서들의 수에 따라 중

요도를 판별하는 TF-IDF 값을 계산한 결과, 불매운

동 이전에는 상품, 이벤트, 콜라보레이션과 같은 키

워드가 등장한 반면,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는 브랜

드 유**로에 대한 자료에서 불매운동이 높은 TF-IDF 

값으로 나타났다(Table 3).

7월 이후 특정 점포의 폐점이 상위권에 나타났으

며, 사과, 발언, 훼손, 거부, 매국노 등 대부분의 부정

적 단어가 상위권에 출현하였다. 수출규제 발표 이

후, 국내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유**로에 대한 이미

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비인적 정보원과 소비자 인식 비교

1) 공출현 분석 결과

비인적 정보원과 소비자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출

U***lo Top**

2019.4-2019.6 2019.7-2019.9 2019.4-2019.6 2019.7-2019.9

Words TF-IDF Words TF-IDF Words TF-IDF Words TF-IDF

Airism 1716.29 boycott 2032.31 sales 1152.10 U***lo 2097.25 

thanksgiving 1599.40 store 1590.79 t-shirts 1122.78 Ss** 1958.69 

discount 1308.12 sales 1259.85 discount 1026.10 t-shirts 1838.89 

collaboration 1294.86 Top** 1111.01 price 0897.06 boycott 1777.23 

Kaws 1162.94 closed 0994.73 Park, I. 0768.20 N.L.day 1597.38 

sales 1118.32 Wolgye 0972.03 Kim, S. 0762.87 Lee, N. 1504.44 

price 1076.64 t-shirts 0960.50 Marvel 0693.10 Top**kids 1184.32 

size 1052.98 apology 0958.63 shirts 0682.40 model 1046.31 

brand 0979.81 statement 0946.65 Polh** 0680.94 sales 1020.31 

sale 0898.72 price 0942.40 long padding 0666.63 SPA 0941.78 

character 0852.85 executive 0843.45 event 0650.07 sale 0915.32 

body suit 0843.50 defame 0823.29 And* 0634.74 reflective benefit 0907.20 

global 0820.75 government 0801.62 store 0624.32 replacement 0861.30 

event 0739.82 Airism 0760.84 U***lo 0618.04 commemoration 0849.77 

purchase 0727.28 rejection 0730.77 Ss** 0615.65 Spa* 0837.32 

store 0654.68 traitor 0722.59 Yoo, S. 0589.31 discount 0829.82 

Engineered garments 0654.19 financial aggravation 0702.46 we make price 0531.20 store 0826.82 

graphic 0642.69 bankruptcy 0698.40 collaboration 0518.56 price 0826.02 

Pixar 0616.19 rapid-decrease 0678.32 promotion 0496.57 domestic 0815.08 

short sleeve 0605.61 controversy 0677.06 size 0491.08 marketing 0797.74 

review 0549.28 shipping refusal 0670.12 graphic 0479.05 patriotism 0770.26 

Marvel 0541.77 Mu** 0662.95 Huh, M. 0457.78 open 0681.82 

designer 0538.03 direct shot 0614.68 Goh, J. 0437.75 campaign 0649.05 

commemoration 0537.39 detour import 0599.80 Choi, U. 0407.44 Korea-manufacturing 0649.05 

Avengers 0522.42 commission 0589.80 Avengers 0386.21 buying 0641.85 

model 0515.33 customer 0580.42 Top**mall 0382.76 company 0627.68 

shirts 0506.29 export regulation 0406.48 free shipping 0378.42 selling price 0608.81 

customer 0505.62 economy 0395.52 Lee, M. 0374.13 recommend 0599.41 

Table 3 Comparison of TF-IDF before and after 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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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패션브랜드로, 특히 두 개의 일본 브랜드와 하

나의 한국 브랜드가 다른 공통 출현 브랜드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F-IDF, 연결중심성, 아이겐

벡터중심성 항목에서도 이들 브랜드는 최상위로 나

타나 불매운동의 화두가 되는 브랜드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공출현 분석 결과, 불매운동의 원인과 결

과가 되는 수출규제, 반사이익, 경제보복과 같은 현

상학적 키워드도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Fig. 3). 

비인적 정보원 분석 결과, 화이트리스트, 반일, 분

위기, 장기, 지속, 감소, 환불, 매출, 주식, 상한가와 

같이 불매운동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중

점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식에서는 직격탄, 거

부, 독립운동, 신념, 반성과 같이 소비자의 감정 및 

태도를 반영하는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나타났으며, 

비인적 정보원에서 보다 더 많은 브랜드 키워드가 

출현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집 매체의 특성이 반영

된 것으로, 비인적 정보원으로써 뉴스 기사가 가지

는 정보 전달의 목적에 의해 현 상황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 인식의 경우, 수집 매체가 소비자의 생각

이나 감정이 반영된 게시글이라는 특성에 따라, 소

비자 태도를 반영하는 감정적인 키워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인식에서 다수의 브랜드 키

워드가 나타난 것은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

품 불매 및 대체 생산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

보 탐색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

CONCOR 분석을 통해 구조적 등위성을 확인한 

결과, 총 3개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불매운동 대상이 

된 8개 브랜드가 보이콧 브랜드로써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11개의 국내외 브랜드가 대체 소비 브

랜드, 즉, 바이콧 브랜드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확

인되었으며, 그 외 불매운동이 배경이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4).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와 <Fig. 1>의 2-

mode matrix상에서 브랜드별 키워드 공출현을 종합

한 결과, 국내 및 해외 대체 브랜드는 애국심, 광복절, 

반사이익, 테마주, 주식시황과 높은 공출현을 보였

으며, 일본 브랜드는 경제보복, 반일, 타격, 감소, 사

Fig. 3. Result of co-occur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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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범과 같은 부정적 단어와 높은 공출현을 보여 

불매운동에 대한 비인적 정보원과 소비자 인식에서

의 국내 소비자들의 브랜드 원산지별 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정치적 소비로써 정치관계의 변화에 의

식적인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적극적 의사표

시로 보았다. 텍스트/네트워크 수준의 핵심 키워드

를 분석하고, 공출현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소

비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일본 의류 제품 불매운동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일본 의류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정치적 요소(국

제관계, 주식, 추이), 패션브랜드 및 아이템, 연관 산

업과 관련된 단어들의 출현을 통해 국내의 일본 의

류 제품 보이콧은 정치적 소비임을 증명하였으며, 

타깃이 되는 브랜드, 의류 불매운동과 관련이 높은 

연관 산업(맥주, 자동차, 여행)을 알 수 있었다. 태도 

및 감정에 대한 키워드들 중에는 한국과 연결성을 

보이는 키워드로 애국, 독립운동, 참여, 동참이 나타

났으며, 일본과 연결성을 보이는 키워드는 환불, 경

제보복, 반일, 거부, 전범, 극우, 훼손 등 부정적인 감

정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상위권에 집중적으로 출

현하였다. 긍정적, 부정적 단어들의 공출현 분석 결

과, 불매운동의 보이콧 브랜드는 부정적 단어들과 

높은 공출현을 보였으며, 바이콧 브랜드는 애국심, 

광복절, 반사이익, 원산지, 대체품과 같은 키워드와 

높은 공출현을 보여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일본이 수

출규제를 발표한 201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3개월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2-mode matrix에

서 각각 최상위 공출현 빈도로 나타난 보이콧/바이

콧 브랜드가 모두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에 영향

을 받았음을 입증하였다. 넷째,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을 온라인 뉴스 기사와 같은 비인적 정보원과 소비자 

게시글을 통한 소비자 인식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Fig. 4. Result of CONC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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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비인적 정보원에 비해 소비자 인식에

서 소비자의 태도 및 감정을 반영한 단어들이 두드

러지게 출현하였으며, 더 많은 수의 불매 및 대체 브

랜드명이 출현하였다. 이는 매체에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패션 

불매운동에 대한 관심 및 탐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의 결과에서도 불매 대상 브랜드

와 대체 브랜드(수혜 브랜드)가 다른 군집을 형성하

여 나타났으며, 브랜드별 공출현 분석에서 긍정/부

정 단어와의 공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발표 이후로 확

산되었으며, 역사적 사건에 기인한 현상인 만큼 본 연

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정치적이며 감정적

인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의 

일본 제품 보이콧은 Stolle and Micheletti(2013)의 분

류 중,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에 따른 부정적인 정치

적 소비로써, 조직 차원이 아닌 개인에서 개인으로 확

산되는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소비에 해당함을 증명

하였으며,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개인화된 책임수

용행동으로써 패션을 비롯한 연관 산업 전체의 결과

에 영향을 주었기에 Park(2019)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국제 정치 및 경제관계가 의류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

다.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방법론적 측

면에서는 보이콧과 정치적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에

서 지적한 단순화된 측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

며,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출판

편향의 효과를 줄여 보다 연구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

기업 제품 보이콧 현상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현상이 

아닌,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의 

사후행동은 기업이 통제 가능한 영역이기에(Shin & 

Yoon, 2018),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

의 일본 생산 제품 및 보이콧ㆍ바이콧 대상 기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연관된 기업 모두에게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수집 채널을 추가하고, 

분석 데이터의 범위 확장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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