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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신문의 2000-2009년까지의 신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화 소비 현상
의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명사 ‘트렌드’와의 공기어(공기 명사) 중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단어들(일반 명사, 고유 명사)을 살펴보고 이것들의 속성에 따라서 명사를 분류하여 공기어의 증
감도를 살펴본다. t-score를 이용하여 공기어를 추출하고 이들의 증감도를 분석하여 매년 공기하여 나타
는 정도가 증가하는 단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명사의 빈도 증가를 통해 신문에서 나타나는 사
회적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다.

주제어: 트렌드, [물결 21] 코퍼스, 신문, t-score, 증감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1. 트렌드란

트렌드(trend)는 흐름이다. 수많은 신호와 움직임이 모

여서 결국에는 물결을 이루어 관심과 이목을 끌어 대세

가 된다[1]. 트렌드는 일정 시기동안의 꾸준히 치솟은 인

기를 반영하고, 소위 뜨는 것과 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2]. 과거와 현재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할 기회를 제공한다. 
트렌드의 일반적인 의미는 ‘경향, 변동, 추세’를 말한

다. 그 어원은 ‘수레 바퀴(Wagon Wheel)’에서 유래되어

최근에는 특히 패션 현상의 하나로서 스스럼없이 사용되

게 되었다[3]. 이제는 경제, 경영, 사회,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를 예

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fad)과
는 달리 최소한 10년은 유지되는 긴 흐름을 말한다. 즉, 
어떠한 욕망이나 강력한 심리적인 동기가 내재되어 먼

미래까지 이어지게 되는 광범위한 분위기를 일컫는다

[4]. 따라서, 현재의 분위기를 이어 앞으로의 10년을 계획

하고 예측해도 좋을 만큼 트렌드는 정직하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또한 트렌드는 미시적으로 창조하거나 변화

시킬 수는 없지만 거시적으로 흐름을 이끌어 내기 때문

에 이를 분석한다면 당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

다[5].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이 특히 치중되어 나타나

는 ‘문화’ 현상에 한정하여 단어 ‘트렌드’와 이의

공기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 자료로

서 신문 텍스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대

표하는 신뢰할만한 근거를 제공한다. 신문에서 10년 동

안 등장한 트렌드 관련 용어를 분석한다면, 이 시기 한

국 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토대로 미

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한국 사회

는 주 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가 활동 및 패션, 외식, 
스포츠, 여행 등의 문화 관련 부대 산업이 발달하게 되

어, 문화 현상과 이의 소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

였다. 이러한 흐름을 신문에서 보도된 기사문을 대상으

로 포착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4]에서는 2004년 한국 사회의 10대 트렌드로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 여성의 감성 네트워크, 슬로우 푸드를 선

호하는 느림 문화 등이 있다고 기술한다. [6]에서는 2009
년 트렌드는 BIG CASH COW(better me, I'm so hot, 
Gotta be concooned, Cross-internetization, Alpha-mom, 
Simply, Hobby-holic, Casual classic, Off-air attitude, 
Wanna be star)이고, 2010년 트렌드는

TIGEROMICS(Times for Korean chic, Into our 
neighborhood, Good to be geeks, End of taboos, Ready 
made to order made, Omni U solutions, Manner matters, 
It's aqua, Challenge your age, Style republic)라고 제시

하였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해마다의 트렌드에 대

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과 달리 트

렌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문화로 정착해가고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된 물건을 사도록 만들기 때

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적용된다[5]. 
그렇다면 이러한 트렌드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10

년 동안의 신문 텍스트에서 추출된, 명사 ‘트렌드’와
의 공기어 중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속성에 따라 명사를 분류하여 공기어의 증감도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 대상은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매체인 신문 텍스트이다[7]. 본 연구

에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물결 21] 사업에서

구축한, 2000-2009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

레 신문으로 구성된 [물결 21] 코퍼스를 사용한다. 이는

약 4억 어절의 규모로 구성되어있고, 일반명사와 고유명

사는 타입이 979,736가지이다. 연구 대상은 일반명사와

고유명사에 한정해서 추출한다. 문단 내의 공기어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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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접근법 t-score를 사용하여 추출한다[8]. 이는 대

상어에 대해 갖는 의존도를 구하는 것으로 함께 나타나

는(본 연구에서는 문단 내에서 함께 나타나는) 단어가 일

반적으로 기대되는 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

는데, 값이 클수록 관련되는 정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

다.1) 이렇게 추출된 공기어가 대상어에 대해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R 패키지

의 증감도 분석(Mannkendall Analysis)에 의해 단어를 추

출한다. 추출 결과, ‘tau value’가 0에 가까우면 추세

가 없고, 1에 가까우면 증가하는 추세, -1에 가까우면 감

소하는 추세로 판별되고, p 값이 0.05보다 작을 때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출된다[9]. 
명사의 빈도 증가를 통해 사회적 트렌드를 관찰할 수 있

는 것은 단어의 사용이 그 단어가 지시하는 개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다[8]. 지칭 대상 개념에 대한 관

심의 증가는 곧 그것들의 사회, 문화적인 중요성의 증가

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트렌드’
와 공기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2000년대에 관심 받은

문화 현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트렌드와 공기어

다음 표는 ‘트렌드’의 공기어를 증감도 분석에 의해 증

가 추세로 나타난 단어들(0.5이상)을 추출하여 [10], 
[11], [12]에 따라 트렌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1] ‘트렌드’의 공기어 중 10년 동안 증가추세

단어(괄호 속 숫자는 tau value)

1) [8]은 하나의 화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기술되는 문단에서 공기

어들이 가지는 어휘 관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

상어의 공기어 기술하기 위한 어휘의 관련된 양상을 문단 내에

서 추출해 살펴볼 것이다. 문장이 아니라 문단으로 공기어의 범

위를 정한 것은 일관된 화제와 진술의 단위로 문단이 적절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렌드는 10년 동안 ‘패션’, ‘감성’과 해마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소비자’와 ‘시장’, ‘친
환경’, ‘문화’의 하위 부류인 ‘패션’, ‘외식’, 
‘생활’, ‘여행’ 등의 공기어가 증가하고 있다(트렌드

는 ‘소비자, 시장, 친환경, 패션, 감성’과 가장 높은 지

수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패션이란 어느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용된 특정기간의 지배적

스타일, 혹은 새로운 스타일, 제품, 행동 등이 소개된 후

에 대중에게 받아들여져 유행되는 것을 말한다[13]. 패션

의 요소로는 전체적인 경향, 주제, 스타일, 소재, 색채, 
무늬, 실루엣, 디테일, 아이템,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트렌드’의 공기어로 ‘패션’ 관련 요소들이 가장 많

이 추출된 점은 이러한 분야에서 그것들이 트렌드에 가

장 민감함을 잘 보여준다. 그밖에 ‘웰빙’, ‘생활’, 
‘여행’, ‘여가’, ‘감성’ 등 관련 키워드가 증가하

고 있는데 이런 요소는 ‘소비자’를 ‘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마케팅의 핵심에 놓이게 된다.
‘트렌드’의 경향을 나타내주는 단어 목록은, ‘트렌

드’의 공기어 중에서 [3], [4], [12], [13]에서 제시한 소

비 트렌드, 패션 트렌드로 제시된 단어들 중에서 ‘트렌

드’의 공기어로 추출된, 고빈도 단어 ‘감성, 고급화, 
레저, 명품, 술, 스타일, 아이템, 여가, 여행, 외식, 유행, 
이미지, 주말, 취미, 친환경, 캐주얼, 파티, 패션, 회식, 휴
가’이다. 이것들의 공기어들 또한 추출하여 살펴볼 것

이다. 증가 추세로 나타난 ‘트렌드’ 공기어들을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자기 이미지 메이킹, 남성의 소비

참여, 외식으로서의 한식, 패션의 브랜드화 고급화, 감성

과 여가생활, 친환경’이라는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

본다. 즉, 20개 단어의 공기어들은 소비자가 어떤 이미지

를 선호하는지, 남성이 트렌드에 어떤 점이 민감한지, 외
식과 요리는 어떠한 트렌드로 변화하는지, 패션 트렌드

가 점차 어떤 식으로 브랜드와 고급화되어가는지, 그리

고 여가∙취미∙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와 친환경 상품에

대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 세세한 내

용은 논의하도록 한다.

4. 2000년대의 트렌드 성향

우선 ‘트렌드’와 어떤 문화 요소들이 가장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트렌드’와 높은 관련

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남성, 이미지, 외식, 한식, 건
강, 패션, 브랜드, 고급, 감성, 친환경’ 9개의 단어를

‘트렌드’와 비교하여 10년동안의 해마다 (상대)빈도에

따른 상관계수를 SPSS로 분석해보면 ‘트렌드’는 ‘브
랜드 > 감성 > 패션 > 친환경 > 외식 > 건강 > 고급 > 
한식 > 남성 > 이미지’ 순으로 상관 계수가 높게 추출

된다.2) 즉 ‘트렌드’는 ‘브랜드’와 10년 동안 가장

2)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상관관계이며 이들

간에 선형 관계가 있고 없음을 추론하는 것으로 양과 음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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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이들의

분석 결과이다.

[그림 1] ‘트렌드’와 공기어의 10년 동안 상관 정

도 분석

또한, 이들을 5년 주기로 나누어서 [그림 2]에서 상관

도가 더 많이 증가한 단어를 살펴보면, ‘한식’, ‘건강’, ‘패
션’이 ‘트렌드’와 2000-2004년까지의 상관도보다

2005-2009년까지의 상관도가 더 높게나와 최근에 ‘트
렌드’ 관련 관심은 이러한 분야에 더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00-2004년, 2005-2009년의

‘트렌드’와 공기어 상관 정도 분석

이밖에 ‘브랜드’, ‘감성’, ‘친환경’은 ‘트렌드’와 5년 주

기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큰 차이없이 약 0.8-0.9로 상

관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10개의 단어를 추세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트렌드’ 공기어의 추세 분석

[그림 3]에서 살펴보면 ‘트렌드’와 이들의 공기어는

계가 어느정도로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증가할 때를 양의 상관

관계, 감소할 때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14].

모두 10년 동안에 신문에서 같은 추세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앞으로도 이들 분야의 ‘트렌드’
와의 관련성과 관심은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신문에서 출현한 이들의 빈도가 최근에 2000년대

초에 비해서 3-4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동안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증거일 것이다.
그러면 6가지 핵심 트렌드의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자.
4.1 소비자의 자기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느낌’으로

패션 이미지는 특히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는 사회적인

가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자신의 이미지

를 좀 더 확실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보다 쉽

게 어필하고 각인되도록 유도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본인

만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의 공기어

로 증가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 타
(0.64)

아이돌(0.88), 김태희(0.69), 이효리(0.69)
브 랜 드 
(0.82)

현대(0.6), 현대차(0.82), 아우디(0.78), 기
아차(0.76), 폴크스바겐(0.69), 삼성(0.63), 
LG(0.63), 샤넬(0.63)

아이콘
(0.64)

친환경(0.87), 남자(0.73), 리얼리티(0.55), 
드라마(0.51), 스포츠카(0.51), 세단(0.62)

[표 2] ‘이미지’의 공기어 중 증가 추세 단어

[표 2]에서 살펴보면,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기어로는

‘스타, 브랜드, 아이콘’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인상적인 점

은 2000년대에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인 ‘귀족

적, 청순, 반항적, 환상적, 성숙, 도발적’인 이미지는 점

차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이미지’와 관련된 단어로 10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u value -0.5 내외). 즉, 시간이 흘러갈

수록 선호하는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연예인 누구누구의

이미지를 떠올리려 하는 반면, 추상적으로 ‘~한, ~스러

운’ 이미지를 떠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0년
동안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아이콘은 ‘김태희’와 ‘이
효리’로, 최근에는 이러한 이미지 주도에 ‘아이돌’ 
스타 또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출된

단어들 중 브랜드는 대다수가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 사

람들에게 자신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동차가 각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이미지’와 어떤 대상이

더 관련이 높은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3) 다항식 추세, 지수 추세 모두 결정계수 R-제곱값이 0.9이상이

되어야 곡선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15]. 분석 결과, ‘트

렌드, 남성, 한식, 고급, 건강, 외식, 친환경, 패션, 감성, 브랜드’

는 모두 R-제곱값이 0.9이상으로 추출되고 증가 추세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소식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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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미지’와 공기어의 상관 관계 분석

[그림 4]에서 살펴보면 ‘이미지’는 ‘스타, 드라마, 아
우디, 현대차, 명품, 기아차’ 모두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미지’는 ‘스타’와 관

련성이 가장 높다. ‘아우디’, ‘스포츠카’, ‘세단’, ‘폴크스

바겐’,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아우디’가 이미지와

상관도가 가장 높았다.
4.2 남성의 소비 참여

10년 동안에 ‘트렌드’, ‘유행’, ‘패션’과 가장 급속도

로 관련되는 정도가 높이 나타난 단어는 ‘남성’이다. 여
성의 경제력 상승에 따른 성역할의 이분법 변화와 웹

컨텐츠 활성화로 인한 소비의 간편성 및 쇼핑 공간의

진화로 인해 남성의 소비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이 ‘미백’, ‘피부’, ‘화장품’과
같은 ‘관리법’과 관련된 단어들과 점차 관련이 높아지

고 있음은 인상적이다. ‘버버리, 헤라, 아모레, 에센스’
와 같은 단어들이 ‘남성’과 공기어로 추출되었는데, 이
제는 화장품이 비단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도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외모 또한 자신의 경쟁력을

가꾸는 요소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
성’과 ‘패션’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단어로는 ‘아이템, 지
갑, 시계, 화장품, 면도기, 넥타이, 옷, 옴므, 재킷, 가
방, 백화점, 압구정’이 추출되었다. 남성이 ‘지갑, 시계, 
넥타이, 가방’과 같은 ‘아이템’이 패션을 완성하는데 가

장 중요한 품목인 것이다. 그렇다면 10년동안 신문에서

‘남성’과 ‘패션 아이템’ 중 관련성이 높은 품목이 무엇

인지 추출된 단어를 대상으로 상관도를 분석해보자.

[그림 5] ‘남성’과 ‘아이템’류의 10년 동안 상관 관

계 분석

‘남성’과 10년동안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아이

템’으로는 ‘시계’가 추출되었다.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시계 자체가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더불어 자신

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서 자기 자신의 지위와

경제력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인지함을 알 수 있다. 그밖
에 ‘가방’, ‘넥타이’ 또한 여전히 남성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외식으로서의 한식

2000년대의 특징으로는 ‘요리’에 관한 시각 변화이다. 
‘요리’의 공기어로 가장 특징적으로 추출된 단어는 ‘외식’
과 ‘전통적’, ‘식객’, ‘토마토’, ‘식습관’이었다. 21세기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이다. 이로 인해

건강하게 오래살기위해서 ‘식습관’ 개선에 대한 유행도

있었고, 탈모, 감기, 난소암, 치매, 노화 방치 및 동맥경

화 예방 등으로 ‘토마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맛

도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도 보는 즐거움과 함께해야한

시각 변화에 따라 ‘식객’과 같은 만화와 영화의 관심도

상당하였다.
‘요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특히 ‘전통’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외식’ 트렌드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외식’이란 본래 ‘집에서 직접 해 먹지 아

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음, 또는 그런 식사’를 일

컫는다. 다음 표는 외식과 공기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단

어들이다.
한 식

(0.69)

보쌈(0.78), 삼겹살(0.67), 갈비(0.59), 된

장찌개(0.59)

식 재 료

(0.69)
건강(0.64), 웰빙(0.59), 수제(0.51)

프랜차이

즈(0.69)

스테이크(0.6), 맥도날드(0.59), 피자

(0.55), 치킨(0.51), 커피(0.51)

[표 3] ‘외식’의 공기어 중 증가 추세 단어

점차 외식의 개념이 ‘스테이크, 피자, 치킨’처럼 집에

서 해먹기 힘든 음식 외에도 ‘삼결살, 된장찌개, 갈비’처
럼 집에서 해먹을 수도 있지만 외출해서 사먹는 트렌드

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차 일하는 여성이 증가

함에 따라 간편하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대체적으

로 외식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웰빙’과 ‘수제’ 등 ‘식재료’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패션의 브랜드화, 고급화

브랜드는 자사만의 이미지와 정체성, 경쟁력을 강화시

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 로얄티를 유도하고 신뢰

감을 주는 패션 상품이다[3]. 10년 동안 ‘트렌드’의 공

기어를 살펴봤을 때 점차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코
오롱’과 같은 등산복과, 생산과 유통을 외국에서 일괄

하는 SPA 브랜드인 ‘자라’, 캐주얼은 ‘빈폴’, 여성

복은 ‘구호’, 명품은 ‘샤넬’이 ‘고급’과 공기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단어로 나타났다. 최근 패션은 저가 브

랜드 또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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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캐주얼, 화장품, 가방, 핸드백, 시계, 선그라스, 슈
즈’ 등이 ‘고급’, ‘고급화’와 공기어로 추출되었다. 
이는 이제 패션과 브랜드가 의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

이템 등을 포함하여 조화로운 감각이 중시되어 토털 패

션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한 상품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소재, 품질을 가

지는 ‘브랜드’를 선호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고급화된

질이나 기능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동

복, 평상복, 어패럴, 수영복’에 대한 ‘패션’과의 관련

성 점차 감소하고 있다. 
4.5 감성과 여가생활

‘감성’과 공기어로 추출된 단어들의 신문에서 10년동

안 나타난 빈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감성’의 공기어의 10년 동안의 상대빈도

‘감성’과 공기어로 추출된 단어들은 ‘여가, 여행, 취미, 
주말, 술, 휴가, 파티’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10년 동

안에 꾸준히 같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한 상관 분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감성’과 공기어의 10년 동안 상관 분석

[그림 7]에서 ‘감성’과 ‘여행, 파티, 술, 주말, 여가, 취
미, 휴가’의 상관도를 분석해보면 ‘감성’은 ‘여행’과 ‘파티’
와 10년동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6 친환경

친환경 제품 또한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추구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열풍은 소비자에게 디자인에 대한 만족과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10년 동안

‘친환경’은 ‘트렌드’와 공기하는 정도가 상당히 증

가하였고(tau=0.91) 이와 공기어로 증가추세로 나타난 단

어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친환경’과 공기어의 10년 동안 상관 정도 분

석

[그림 8]에서 ‘친환경’은 대체로 ‘자동차, 브랜드, 유기

농, 제품, 소비자, 식품, 건강, 인테리어’와 상관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 ‘농산물’, ‘가
구’는 ‘친환경’과 음의 상관관계이며 유의 확률이 상

당히 높아서 관계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4) 사실 친환

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운동가,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

에게 대두되고 있는데,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을 구매할 때나 ‘가구’ 등의 ‘인테리어’를 볼 때 새

집증후군에 대한 우려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식품 관련 소비를 할 때는 좀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등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환경 보호에 대한 기

호보다는 어쩌면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소비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5. 결론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신문에서 추출된 증감 관련

‘트렌드’ 공기어들을 t-score와 증감도 분석으로 추출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의 문화 소비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추출된 20개 단어(‘감성, 고급화, 
레저, 명품, 술, 스타일, 아이템, 여가, 여행, 외식, 유행, 
이미지, 주말, 취미, 친환경, 캐주얼, 파티, 패션, 회식, 휴
가’)에 대하여 이들의 공기어를 상관관계 분석 및 네트

워크로 분석하였다. 2000년대의 10년 동안 신문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무엇보다 이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사

회에 대한 기록이자 사회, 문화적 흐름을 알아볼 수 있

었다. 추출된 결과를 통해 2000년대의 ‘트렌드’를 살

4) ‘친환경’과 ‘건축’, ‘농산물’, ‘가구’의 상관도는 다음과 같다.

건축 농산물 가구
상관 계수 -.012 -.145 -.381
유의 확률 .975 .689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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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귀족적, 청순, 반항적, 성
숙’ 등의 추상적인 이미지보다는 ‘김태희, 이효리’처
럼 ‘스타’의 이미지를 선호함을, ‘남성’이 ‘미백’, 
‘피부’, ‘화장품’과 같은 ‘관리법’과 관련된 단어

들과 점차 관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식’의 개념이 ‘스테이크, 피자, 치킨’처럼 집에서

해먹기 힘든 음식 외에도 ‘삼결살, 된장찌개, 갈비’처
럼 집에서 해먹을 수도 있지만 외출해서 사먹으려 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웰빙’, ‘친환경’ 등 ‘식재료’에 대한 공기어와

‘수제품’과 ‘한식’이 추출되었다. ‘패션’은 점차

브랜드화, 고급화되어가는 경향을 공기어(‘브랜드’, 
‘고급’, ‘고급화’ 등)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특히

SPA 브랜드인 ‘자라’, 캐주얼은 ‘빈폴’, 여성복은

‘구호’, 명품은 ‘샤넬’이 ‘고급’, ‘패션’, ‘트
렌드’와 관련하여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
성’과 증가 추세인 공기어로 추출된 단어들은 ‘여가, 
여행, 취미, 주말, 술, 휴가, 파티’가 있었는데 특히

‘여행’은 ‘친구’, ‘혼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주말’은 ‘두산’, ‘롯데’와 공기어로

증가 추세로 나타나 최근 야구 관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은 ‘자동차, 브랜드, 유

기농, 제품, 소비자, 식품, 건강, 인테리어’와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대인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환

경 친화적인 소비 트렌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신문은 언어의 의미를 생

성, 재생산, 확대하는 대중 매체이므로 여기서 추출한 단

어들은 그만큼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살펴봄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2000년대를 조망할 수 있었

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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