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 Baudrillard (1972)는 소비자들

은 상품을 더 이상 사용가치, 교환가치 중심인 기능적 사용으로 인한 

가치획득이 목적이 아닌 상품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인 기호적 

관점에서 소비하기 시작하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외부로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소비가치와 더불어 상징적 의미로 

브랜드 또는 기호도 소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소

비가 갖는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과정이자 계층의 분류 및 사

회적 지위의 차별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기업은 브랜드에 

기호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다른 기업 브랜드와의 차

별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소비자는 기호가치로 소비한 화장품에 대한 경험적 가치인 주관적 

감성을 비정형화된 자기표현을 담론 형식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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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how consumers perceive their 
consumption of the semiotic value from cosmetics that they purchased by using 
text-mining analysis techniques-word cloud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sensitivity analysis-and examining the subjective emotional big data that 
consumers have left as discourse reviews concerning the brand reputation and 
selection attributes of cosmetics in social media. Methods: R version 3.6.2-RStudio 
Version 1.4.1103 wa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review data on the semiotic 
value experience that cosmetics consumers left after their purchas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the pre-processing of collected data and setting 
of stopwords, the execution of modeling, and the result analysis. Results: The 
word cloud analysis evinced that the word “skin” appeared the most, followed 
by “purchase” and “nature”. The fact that such keywords featured prominently 
suggests that cosmetics consumers described their experience of their purchased 
cosmetics based on a semiotic value.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revealed that 
“nature”, “product”, “real,” “cover,” “use,” and “skin cosmetics” had high levels of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Finally, through 
the sensitivity analysis, 4,742 words showing positive reviews, 2,039 words showing 
negative reviews, and 14,146 showing neutral reviews were found. Conclusion: In 
the word cloud analysis, the top 30 keywords represented the purchase goal and 
selection attribute of cosmetics consumers well and are considerably important for 
consumption factors related to cosmetics. “Real”, “product”, and “skin cosmetics”, 
all of which were high in betweenness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in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play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and connecting “meaning” toward particular cosmetics brands on a daily basis. 
Finally, the sensitivity analysis found that positive emotional reviews appeared 
approximately 2.33 times more often than negative ones.

Keywords: Semiotic value, Text mining, Word cloud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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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매한 화장품 브랜드의 평판과 선택 속성에 대해 만족/불만족

의 경험 리뷰를 공유하고 확산도 하여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

신만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소비자

가 직접 작성한 리뷰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솔직한 생

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서 오늘날 전자상거래에서 중

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Kostyra et al., 2016),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담론 형식인 소비자 리뷰로 생성된 비정

형 데이터는 연구자의 개입이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로 있는 그대로의 인식, 태도, 행동 등을 발

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보완하는 중

요한 자료로써 인식되고 있으며(Lee, 2015; George et al., 2014; 

Kostyra et al., 2016),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의 솔직한 생

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오늘날 전자상거래에서 중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은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기대

를 가능하게 하며 구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소비자의 구매의

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성과 향상에 전략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Walsh et al., 2006; Koporcic & Halinen, 

2018). 따라서 개별 화장품 브랜드가 보유한 브랜드 파워도 중요하

지만 소비자가 갖는 호의적인 지각된 브랜드 선택 속성의 구축 또한 

기업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에 매우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시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제품

에 대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타인의 구매후 평가 리뷰를 수렴하기

도 하며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한 리뷰를 담론 형식으로 공유하는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며, 화장품 구매시 화장품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용가치(유용성)와 더불어 화

장품에 담긴 상징적 의미인 브랜드 또는 기호가치(상징적 의미)도 소

비한다. 즉, 사용가치는 소비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며 기호가치가 현

대사회에서 소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Lee, 2011).

소비자가 기호 소비한 제품을 평가할 때 브랜드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브랜드 평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는 경쟁에서 더욱 유리하다. Kim & Kim (2018) 그리고 Walsh et 

al. (2006) 등은 기업의 브랜드 평판이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Gray & Balmer (1998)와 Weiss et 

al. (1999)은 평판은 단기간이 아닌 오랜 시간 형성된 지각과 일치하

며 내부 및 외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고,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하며 구매 위험을 감소시

킬 수도 있다(Padberg et al., 1974).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화장품 선택 속

성과 만족도 및 충성도와의 선행요인들에 관련된 인과관계 연구

(Namgung et al., 2017; Oh, 2020; Lee et al., 2015; Hyun & 

Park, 2012; Kim & Hwang, 2016)로서 수행되어져 왔으며, 소비자

의 화장품 선택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들을 밝히려는 시

도(Kim et al., 2018; Song, 2018)도 하여 왔다.

이들 연구는 화장품 이용 소비자가 브랜드 평판과 브랜드 선택 속

성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어떠한 속성이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소위 화장품 브랜드 선택 속성에 대한 소

비자의 절대적 가치평가와 종속변수로서 만족도 또는 충성도 그리고 

구매의도와의 인과관계를 제시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소비자만의 공간에서 능동적이며 경험적 문

화가치가 생성되고 전파되어지는 기호가치 감성소비를 하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태도의 탐색이나 설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브랜

드 강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고객이 담론 형식으로 남긴 비정형 데이

터는 연구자의 개입이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은 자의적인 데이터로 

공존하고 있어 고객 리뷰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의 솔직

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Kostyra et al., 2016) 많은 연구자와 기업은 고객 리뷰를 지능적으

로 분석하여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보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Trenz 

& Berger, 2013; Ghose & Ipeirotis, 2007). 

이에 본 연구는 화장품 이용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를 선정하여 담론 형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기호가

치 소비의 경험가치 리뷰 빅데이터(big data)를 크롤링(crawling)하

여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화장품 브랜드 평

판과 선택 속성과 관련된 유의미한 감성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word cloud analysis)과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그리고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적용하

여 접근하고자 한다.  

Methods

1.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본 연구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이용한 화장품 브랜드 

평판과 브랜드 선택속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개입이

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은 화장품 소비자 자의에 의해 자연어 담론 형

식으로 소셜 미디어에 사용 후 그대로의 인식, 태도, 행동 등이 장기

간에 걸쳐 작성된 방대한 감성 리뷰의 비정형 빅데이터 수집이 필요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주도형 화장품 구매 우선순위와 솔직한 사용후 

리뷰가 담론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글로우픽과 네이버 쇼핑 화장품 

카테고리에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경험가치 리뷰 빅데이터

를 크롤링하여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후 남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평판 그리고 선택 속성과 관련된 유의미한 감성 단어의 파악과 연관

어 분석을 위해 워드클라우드 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 그리고 감성 

분석의 기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65

화장품 소비자는 어떤 기호가치로 소비를 하는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화장품 브랜드 평판과 브랜드 선택속성 분석

http://www.e-ajbc.org

이들 분석기법의 적용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빅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분석 도구로는 R version 3.6.2-RStudio Version 1.4.1103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장품 소비자가 구매후 남긴 기호가치 경험 리

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전처리

와 불용어의 설정, 모델링의 실행, 결과 해석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R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로버트 젠틀맨(Robert 

Gentleman)과 로스 이하카(Ross Ihaka)에 의해 시작된 통계와 그래

픽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

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오픈소스(open source)로 쓰여졌으며 

무료로 누구나 R의 홈페이지(https://r-project.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통계 패키지자 개발되

어 있어 사용자가 제작한 패키지를 추가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RStudio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R-Tools Technology Inc.에서 개

발한 것으로 통계 컴퓨팅, 그래픽스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사용하는 데 있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오픈소스 

버전과 상용 버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RStudio사의 홈페이

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https://www.rstudio.com). 본 연구

에서는 RStudio의 오픈소스 에디션을 이용하였다. 

전처리란 크롤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전에 데이터를 분석하

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전처

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분석 기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더라

도 품질이 낮은 데이터로는 좋은 분석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Kim 

et al., 2021)에 수집 데이터는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제하는 과

정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선 수집 텍스트 내에서 동일하거

나 유사하지만 다르게 표현된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 형태로 통일하

는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필

요한 단어 및 어구를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한 

빅데이터(big data)를 텍스트마이닝(tm) 라이브러리(library)를 적용

하여 말뭉치(corpus)로 변환한 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으

며, 한글 자연어 처리 KoNLP 라이브러리 함수를 적용하였고, 형태

소 사전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전(NIADic)을 이용하였으며, 품

사 구분을 위해서는 KoNLP에 있는 SimplePos09()를 적용하였다.  

한국어로 이뤄진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해서는 명사와 조사 혹

은 동사의 어간과 어미 등으로 구성된 어절을 의미 기능 부분과 문

법 기능 부분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나 이는 외형적으로 판

단하기 어렵기(Lee & Gil, 2019) 때문에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다수

의 텍스트 마이닝 선행 연구에서 텍스트 내에서 명사만을 추출해 분

석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과 더불어 특정 주제를 구성하거나 이와 연

관 의미를 내포하는 키워드가 대부분 명사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Bae et al., 2014)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한 형태소를 선

행연구에서와 같이 명사로 한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어로 처리하

였다.

2. 분석 방법

소비자가 남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다양한 학문 연구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

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Zhu et al., 2018; Kim 

& Kim, 2016). 텍스트 마이닝은 정보검색과 정보 추출 및 자연어 처

리 기술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패턴과 지식을 텍스트로

부터 발견하는 것을 말하며(Han & Yoon, 2016), 텍스트 내에서 메

Table 1. Top 30 keywords and frequency of word cloud analysis

NO Keywords Frequency Cumulative 
frequency NO Keywords Frequency Cumulative 

frequency

1 Skin 4,922 4,922 16 Cover 1,901 43,561

2 Purchase 3,721 8,640 17 Lasting power 1,875 45,436

3 Nature 3,705 12,348 18 Last year 1,847 47,283

4 Essence 3,453 15,801 19 UV-rays 1,813 49,096

5 Makeup 2,976 18,777 20 Retouch 1,800 50,896

6 Once 2,886 21,663 21 For correction 1,798 52,694

7 Tone up 2,715 24,378 22 Blemishes 1,774 54,468

8 Product 2,621 26,999 23 Brighter 1,725 56,193

9 Face 2,413 29,412 24 Formulation 1,575 57,768

10 Really 2,264 31,676 25 Repurchase 1,412 59,180

11 Cosmetics 2,085 33,761 26 Only once 1,352 60,532

12 Skin cosmetics 2,074 35,835 27 Cream 1,268 61,800

13 Morning 1,963 37,798 28 About 1,249 63,049

14 Use 1,949 39,747 28 Think 1,236 64,285

15 Covering power 1,913 41,660 30 Completely 1,125 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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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조의 패턴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관계의 형태 속에 내포되어있는 메시지의 내용

까지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Cha, 2015; Han, 2003). 

본 연구의 목적인 화장품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에 작성한 화장품 

기호가치 구매후 사용한 화장품의 평판과 선택 속성에 대한 리뷰를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법인 워드클라우드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그

리고 감성 분석을 이용하여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기호가치 

소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연구 문제의 수행을 위해 R version 

3.6.2-RStudio Version 1.4.11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gure 1, 

Figure 2, 그리고 Figure 3과 같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었으

며, Table 1, Table 2, 그리고 Table 3과 같은 정량화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화장품 브랜드 구매 우선순위

와 리뷰가 존재하고 있는 글로우픽과 네이버 쇼핑 화장품 카테고리

에서 담론 형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일 특정 화장품 브랜

드에 대한 기호가치 소비의 경험가치인 리뷰 빅데이터를 R version 

3.6.2-RStudio Version 1.4.11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출 결과

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Figure 1인 워드클라우드 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제어 분석, 

Figure 2의 의미연결망 분석, 그리고 Figure 3과 같이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화장품 기호가치 소비에 

대한 시각화 분석 결과의 정량적인 설명을 위해 Table 1, Table 2, 그

리고 Table 3으로 제시하였다. 

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워드클라우드와 관련한 빈도 분석에서는 수집된 단어 전체를 전처

리 한 후 R 프로그램의 wordcloud 2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여 워

드클라우드 분석을 실행하여 소비자가 구매후 남긴 담론에 대한 텍

스트 데이터를 Figure 1과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

델링의 대상이 되는 수집 담론에 대해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 상위 

30개 주요어에 대한 빈도수와 누적 빈도수의 순위는 Table 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의 워드클라우드는 단어의 글자 크기가 클

수록 해당 단어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워드클라우드의 

중심부로 갈수록 빈도수가 높은 단어이며 외곽에 배치되거나 글자 

크기가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은 단어이다.

본 연구를 위해 크롤링한 전체 말뭉치에서 각 단어가 총 몇 회 등

장했는지 R 프로그램으로 도출한 결과 도출 빈도수가 높은 상위 30

개 단어는 Table 1과 같으며, 이를 도출 빈도순으로 정렬하여 누적 

빈도수와 함께 표기하였다. 이중 가장 도출 빈도가 높은 상위 5개의 

단어는 30개 단어 수의 약 2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피부'라는 단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

구입', '자연', '에센스', '화장'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 5개 그룹은 '하나', '크림', '정도', '생각', '완전'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들 주제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기호가치로 소비한 화장

품 이용 소비자의 화장품 선택 요인의 경험 가치를 다양하게 나타내

고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의미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 정보학의 하나로 의미를 갖는 텍스

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언어 메시지에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추출

하고 그들 간에 구성되는 의미적 연결 관계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네트워크의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언어 메시지의 다양한 의미

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확장한 개념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와 관계를 

확인하여 메시지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혹은 개념적인 특성을 추출

하고 이들 간의 관계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Lee, 2014).

단어 사이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과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그리고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을 사용한다. 의미연결망을 통하

여 도출되는 노드(node)가 그래프의 중앙에 위치할수록 전체 연결망

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연결중심성은 하나의 단어에 직접 연

결 단어들의 합으로 연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로 파악할 

수 있다. 근접중심성은 한 단어에서 다른 단어에 도달하기까지 필요

한 최소 단계 수로 각 단어 간 거리를 근거로 중심성을 측정한다. 매

개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 한 단어가 담당하는 중개자 역할의 정도

Figure 1. Wordcloud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word cloud analysis, top keywords represent the 
purchase goal and selection attribute of cosmetics consumers, 
which are important cosmetic consumption factors. The word 
“skin” appeared the most, followed by “purchase” and “nature.” 
Such prominently featured keywords suggest that experience 
value is well-reflected in consumers’ selection attribute of 
cosmetics they purchased based on semiot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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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뜻하며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연결망에서 의미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추출한 화장품 이용 소비자의 담론 

형식으로 남겨진 고객 리뷰를 통해 브랜드 선택 속성에 대한 아이덴

티티 25개의 노드에 대한 연결 관계를 Figure 2와 같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여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키워드 중에서 출현 빈도

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주제어 간의 의미연결망 

구조와 중심성을 파악하였다. 데이터 중 너무 많은 키워드를 선정하

게 되면 프로그램 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의 분석 

의미가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연결망 구조의 특징 및 중심성과 관련 

분석의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각 주제어의 출현 빈도 수위와 연

구 목적에 적합하게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였다. 

주제어를 중심으로 의미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Figure 2와 같은 노

드와 선(line)으로 이루어진 의미연결망이 도출되었다. 텍스트 내에

서 도출 빈도가 높을수록 노드에 대한 연결망이 복잡해지고 상대적

으로 출현 빈도가 낮으면 노드와 연결되는 선의 연결망 수는 작아진

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은 노드 간의 연관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핵심 주제어 간 연관성이 높으면 노드와 노드를 이어주는 선

이 많아지고, 연관성이 없으면 선이 연결되지 않는다. 

Figure 2와 Table 2의 도출 결과에서 화장품을 기호가치 소비한 

담론 형식의 리뷰를 크롤링한 댓글 중에서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재구매'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진짜', '제품', '커

버', '스킨 화장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연결망 내에서 담

당하는 중개자 역할에서 높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뜻하며 연결

망에서 의미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난 

것은 '작년'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정용', '화사', '에센스', 

'보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자연', '진짜', '사용', '스

킨 화장품', '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사용'과 '스킨 화장

품' 그리고 '제품' 등은 동등하게 각 15개의 연결중심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전체 주제어에서 매우 높은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외선', '작년', '잡티' 등은 3개의 연결중심성

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연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진짜', '제품', '얼굴', '스킨 화장

품', '화장'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다른 단어에 도달하기까

지 필요한 최소한의 근접중심성이 크기 때문에 의미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한다. 근접중심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작년'이며 그다음으

로는 '잡티', '지속력', '자외선', '화사'의 순으로 근접중심성 정도가 낮

게 나타났다.  

그리고 '진짜', '제품', '스킨 화장품' 등의 경우 본 연구의 의미연결

망 분석에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그리고 근접중심성 모두가 높

Figure 2. Semantic network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nature,” “real,” “cover,” “use,” and “skin” appeared to have high degree, betweenness, and 
closeness centralitie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and connecting “meaning” in the semantic network.



268

Analysis of Cosmetic Brand Reputation and Brand Selection Attributes Using Text Mining

http://dx.doi.org/10.20402/ajbc.2021.0169

게 나타나 본 연구를 위한 의미의 확산과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집된 담론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와 유사한 유의미한 중심성 강도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화

사', '지속력', '자외선', '잡티' 등은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

의 매개중심성과 연결중심성 그리고 근접중심성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성 분석 결과

화장품 브랜드 생산 기업에 있어 고객의 감성을 분석하는 것은 기

업 성과분석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으로써 텍스트 마이닝에 의한 고객 감성 및 의견에 대한 연구는 비

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Morinaga et al., 2002; Tong & Koller, 

2001). 

감성 분석은 다양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텍스

트에 나타난 감정을 분류하거나 수치화하는 객관적인 정보로 바꾸

는 기술을 말하며(Kim & Song, 2016), 긍정과 부정 등 감성에 대한 

분석을 sentiment analysis라 하며 국내에서는 감성 분석이라는 용

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Oh & Chae, 2015). 앞서 연구 분석한 

워드클라우드 기법과 의미연결망 분석이 텍스트가 다루는 대상을 파

악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었다면,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태도를 추정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본 연구의 감성 분석을 위해 딥 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이

용하여 대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자 한

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의 학습기법으로(LeCun et al., 2015; 

Schmidhuber, 2015)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

으며, 인간 뇌의 정보처리 과정을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묘사한 모

형으로 인공신경망 학습에서 발생하던 기존의 제약사항들을 부분적

으로 해소함으로써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얼굴인식에 적용하여 정확

도를 크게 높였으며(Taigman et al., 2014), 음성인식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Hinton et al., 2012; Graves et al., 2013), 

텍스트 마이닝의 한 영역인 감성분석에도 다양한 딥러닝 기법이 적

용되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Lai et al.,2015). 

감성분석은 텍스트 데이터에 내포되어 있는 텍스트 작성자의 의

Table 2. Results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No Keywords Betweenness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1 Skin 12.900 13 0.0263

2 Repurchase 64.200  6 0.0222

3 Nature      7.790 17 0.0238

4 Essence 3.890  9 0.0233

5 Makeup 31.500 14 0.0270

6 Face 31.000 14 0.0294

7 Cosmetics 6.430 13 0.0263

8 Morning 17.600 10 0.0250

9 Really 47.400 16 0.0303

10 Formulation 15.000 11 0.0263

11 Lasting power 7.240 4 0.0169

12 Cover 41.900 11 0.0263

13 UV-rays 14.400  3 0.0192

14 For correction 0.739  5 0.0208

15 Tone up 18.700  8 0.0244

16 Brighter 2.660  5 0.0196

17 Only once 19.800 11 0.0256

18 Retouch 4.350 6 0.0217

19 Covering power 9.970 9 0.0244

20 Purchase 9.510 9 0.0244

21 Use 22.100 15 0.0270

22 Last year 0.167  3 0.0156

23 Skin cosmetics 38.700 15 0.0286

24 Product 42.500 15 0.0298

25 Blemishes 15.200  3 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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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나 감성, 평가, 태도 등을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Liu,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감성사전의 어휘를 사용하여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하여 그 

모델을 이용한 감성 분석을 통해 본 연구를 위한 결과물을 얻도록 하

였다.

이용 가능한 우리나라 감성사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서

울대학교에서 구축한 한국어 감성 분석 코퍼스(Korean Sentiment 

Analysis Corpus, KOSAC)와 군산대학교에서 구축한 한국어 감성사

전(KNU Korean Sentiment Lexicon, KNU-KSL, 이하 KNU로 표

기)이 있으며, 이들 감성사전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면 크롤링 

데이터에 내재된 감성있는 많은 양의 레이블 학습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감성 분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NU를 이용한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 그리

고 Table 3과 같다.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 기업에 대한 기호가치 소비한 화장품 소비

자의 경험적 담론 리뷰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4,742단어이며, 부정적인 반응 결과 단어는 2,039, 그리고 중

립으로 나타난 단어는 14,146으로 나타났다. 감성 분석 결과 긍정적

인 감성 반응이 부정적인 감성 반응보다 약 2.33배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인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 기업의 브랜드 평판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업에게는 상당히 긍정

적인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할 수 있다.

Conclusion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COVID-19 팬

데믹 환경은 소셜 미디어로의 소비 트랜드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장품 소비자가 기호가치 소비로 소셜 미디어에서 구매한 

화장품의 브랜드 평판과 선택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연어 말뭉치 

텍스트 리뷰로 남겨진 빅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실증분석 과정을 거치

면 소비자는 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점에

서 시작하였다. 

먼저 이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 주도형 화장품 구매 우선

순위와 솔직한 사용후 경험가치 리뷰가 담론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글로우픽과 네이버 쇼핑 화장품 카테고리에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기호가치 소비한 비정형화 자기표현

의 담론을 크롤링하였다. 

화장품 브랜드 평판과 브랜드 선택속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이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기호가

치 소비에 대한 특성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설문이나 인터뷰 방식이 

아닌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화장품 이용 소비자가 담론 형식으

로 장기간에 걸쳐 남긴 사용 후 그대로의 인식, 태도, 행동 등으로 나

타난 평판과 선택 속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어의 파악과 연관어 분

석을 위해 R version 3.6.2-RStudio Version 1.4.11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크롤링하고 워드클라우드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그리고 

감성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도출된 상위 30위의 주제어들은 화

장품 이용 소비자가 기호가치로 소비한 화장품 구매 목적과 선택 속

Table 3.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Positive Neutral Negative

4,742 14,146 2,039

1. In the pie chart, ‘positive’ is set in blue, ‘neutral’ in green, and ‘negative’ in red. 

2. R atypical text sensitivity analysis package combining text mining technique with collected data is used. 

3. Sensitivity analysis : Emotional scores are calculated by comparing crawled discourse reviews about emotional consumption based on 
semiotic value with emotional dictionary of KNU: 1 point or higher is set as positive, 0 point or less as negative, and 0 point as neutral and 
then textmining technique is applied.

KNU, Kunsan national university.

Figure 3.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values are indicated by blue, green, and red colors, 
respectively, in the pie chart. There were 4,742 words showing 
positive reviews, 2,039 words showing negative reviews, and 
14,146 showing neutral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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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 전체 

문장과 문단이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이와 연결하여 설명하기 힘들

지만, 크롤링한 전체 담론에서의 화장품 소비를 위한 요소는 '피부', '

자연', '에센스', '톤업', '스킨', '커버력', '지속력', '보정', '잡티', '제형', '

크림' 등의 키워드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의미연결망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진

짜', '제품', '스킨 화장품', '재구매', '자연' 등의 주요어는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등의 의미연결망에서 의미의 확산과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집된 담론의 표현인 워드클라우드 분

석 결과와 유사한 유의미한 중심성 강도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기

호가치 소비에 의해 자주 언급되는 상품과 주요어를 통해서 화장품 

유통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들이 선택 구매하는 제품의 선택 속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장품 기호가치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평판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이

들은 브랜드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구매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호가치 소비 

의사결정을 증폭시킬 수 있어 성공적인 시장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

과 향상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텍스트 마이닝한 기호가치 소비자 담론의 감성 분석 결과 

긍정적인 감성 반응이 4,742개 단어로 나타나 2,039개 단어로 나타

난 부정적인 감성 표현 반응 보다 약 2.33배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인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 기업의 브랜드 평판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업에게는 상당히 긍정

적인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14,146개의 단어로 나타난 중립의 기호가치 소비자 담론을 긍

정적인 감성 반응으로 개선하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는 소비

자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브랜드 선택 속성의 구축은 브랜드 경

쟁력 강화와 장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 기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

어 보인다. 다른 화장품 브랜드군과의 비교 분석 또한 연구의 가치를 

강화하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가

화장품 브랜드군과 고급화장품 브랜드군 그리고 수입화장품 브랜드

군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비교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R version 3.6.2-RStudio Version 1.4.1103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전처리 작업과 의미 해석을 진행하였

다. 좀 더 많은 여유가 주어진다면 객관적 논리의 의미 해석을 위해 

학제적인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 작업도 요구되며, 전처리과정에서 

형태소를 선행 연구와 같이 명사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

에서는 형용사와 동사도 포함하는 연구와 함께 단어와 단어와의 맥

락 연결을 찾아내는 바이그램 분석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 워드클라우드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그리고 감성 분석을 같이 수행한 초기의 연

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일 특

정 화장품 브랜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에게

도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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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화장품 소비자는 어떤 기호가치로 소비를 하는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화장품 

브랜드 평판과 브랜드 선택속성 분석

송만석 

경남도립남해대학 금융회계사무과, 경남, 한국

목적: 본 연구는 화장품 소비자가 소셜미디어에 작성한 화장품 브랜드 평판과 선택 속성에 대한 담론적 리뷰로 남긴 주관적 감

성 빅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소비자 자신이 구매한 화장품 기호가치 소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 기

법인 워드클라우드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그리고 감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법: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도구로는 R version 

3.6.2-RStudio Version 1.4.11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장품 소비자가 구매후 남긴 기호가치 경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전처리와 불용어의 설정, 모델링의 실행, 결과 해석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피부'라는 단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입', '자연'이 다음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주제어가 두

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화장품 이용 소비자가 기호가치에 의해 구매한 화장품 선택 요인의 경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

다.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에서 '자연', '진짜', '제품', '커버', '사용', 그리고 '스킨 화장품' 등의 경우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그리고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감성 분석 결과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4,742 단어이며, 부정적인 반응 결과 단어는 2,039, 그리

고 중립으로 나타난 단어는 14,146으로 나타났다. 결론: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상위 30위의 주제어들은 화장품 이용 소비자의 구

매 목적과 선택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 소비를 위한 요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매개중심성,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진짜', '제품', 그리고 '스킨 화장품' 등은 일 특정 화

장품 브랜드에 대한 의미의 확산과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성 분석 결과 긍정적인 감성 반응이 부정적인 감성 반응보다 약 

2.33배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인 일 특정 화장품 브랜드 기업의 브랜드 평판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기호가치, 텍스트 마이닝, 워드클라우드 분석, 연결의미망 분석, 감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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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化妆品消费者消费哪些嗜好价值？：利用文本挖掘分析化妆品品牌声誉和品牌
选择属性 
 
宋晩碩 
庆南南海大学金融会计事务科，庆南，韩国

目的: 本研究旨在通过文本挖掘分析技术-词云分析、语义网络分析和敏感性分析并检验消费者对所购买化妆品
的嗜好价值的消费，实证分析消费者如何感知他们购买的化妆品的嗜好价值。消费者在社交媒体上留下了关于
化妆品品牌声誉和选择属性的话语评论。方法: 使用R版本3.6.2-RStudio 1.4.1103版本对化妆品消费者购买后留
下的嗜好价值体验的评论数据进行收集和分析。研究分三个阶段进行: 收集数据的预处理和停用词的设置、建模
的执行和结果分析。结果: 词云分析表明，“皮肤”一词出现次数最多，其次是“购买”和“自然”。此类关键字突出
显示的事实表明，化妆品消费者根据嗜好价值描述了他们购买的化妆品的体验。语义网络分析表明，“自然”、
“产品”、“真实”、“封面”、“使用”和“皮肤化妆品”具有高度的度中心性、中介中心性和接近中心性。最后，通过
敏感性分析，找到了 4,742 个表示正面评价的词，2,039 个表示负面评价的词，以及 14,146 个表示中性评价的
词。结论: 词云分析中，前30个关键词很好地代表了化妆品消费者的购买目标和选择属性，对化妆品相关消费因
素具有重要意义。 “真实”、“产品”和“皮肤化妆品”在语义网络分析中的中介中心性、度中心性和接近中心性都
很高，在“意义”向特定化妆品品牌的传播和连接方面发挥着重要作用以一天为周期。最后，敏感性分析发现，
正面情绪评论的出现频率大约是负面评论的 2.33 倍。

关键词: 嗜好价值，文本挖掘，词云分析，语义网络分析，敏感性分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