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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보 률이 증가함과 함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이용자도 늘어가고 있다. 

SNS는 실시간으로 사람들 간의 개인 인 의견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통해 개인

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TV 고 효과 분석에 있어 사람들의 의견을 실시간으

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해 새로운 근 방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 터라는 특정 SNS를 

상으로 고에 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고 효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 다. 

특히, 하둡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병렬화하여 효율 으로 수행하도록 하 으며, TV 고에 해 언

도와 선호도, 신뢰도를 각각 분석하여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 다.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신뢰도 

분석에 사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 다.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트 터 SNS를 상으로 TV 고에 한 

분석을 세분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하둡, SNS, 빅데이터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 TV 고 효과

Abstract As smart-phone usage increases, the number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users 

has also exponentially increased. SNS allows people to efficiently exchange their personal opinion, and 

for this reason, it is possible to collect the reaction of each individual to a given event in real-time. 

Nevertheless, new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to collect and analyze people's opinion in real-time 

in order to effectively evaluate the impact of a TV advertisement. Hence, we designed and constructed 

a system that analyzes the effect of an advertisement in real-time by using data related to the 

advertisement collected from SNS, specifically, Twitter. In detail, Hadoop is used in the system to 

enable big-data analysis in parallel, and various analyses can be conducted by conducting separate 

numerical analyses of the degrees of mentioning, preference and reliability. The analysis can be 

accurate if the reliability is assessed using opinion mining technology. The proposed system is 

therefore proven to effectively handle and analyze data responses to divers TV advertisement.

Keywords: hadoop, SNS, analyzing big-data, opinion mining, TV advertis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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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  증가로 인해 사이버 스페이

스상의 의사소통과 교류가 확 되고 있다. SNS는 신속

성, 개인성, 정보의 개방성과 같은 특성을 지니므로 분

석을 실시했을 때 개인 이고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실시간으로 빠르게 갱신되는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이에 SNS의 데이터를 분석

하여 실시간으로 고 효과를 분석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기존에 존재하던 고 분석기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

한 정성조사와 정량조사법[1]이 있으나 모두 상선정의 

극성 여부와 독립 인 분석도구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 이 있다. 한편, 기존의 기법들과는 다르게 

SNS의 사용이 증 됨에 따라, SNS 데이터를 통한 

고 효과 분석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로 트윗

트 드[2]와 소셜메트릭스[3]가 존재한다. 하지만 트윗트

드나 소셜 메트릭스의 경우 분석결과가 매우 어 정

확한 분석이 어렵고, 여러 고에 한 비교가 불가능했

으며 분석에 시간 소요가 있었다. 한, 각 트 터 데이

터에 한 신뢰도를 알 수 없었다.

한편, 2014년 12월 10일 트 터에서 밝힌 바에 따르

면 2014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하루 평균 5억건이 

넘는트윗이 게재되었다고 한다[4]. 이처럼 방 한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 이다. Hadoop을 이용한 트 터 메시지 분석 시스

템 설계[5]에서는 하둡을 이용한 SNS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선행 연구인 [6]에서는 고 효과 분석을 해 트 터 

SNS 데이터를 싱하여 특정 고에 한 언 도를 분

석하고, 정, 부정 키워드를 바탕으로 고에 한 선호

도를 추론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하지만 언

도와 선호도 분석만으로는 고에 한 세 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 이 있어, 기능을 추가하 다. 기존 시스템

에서 제공했던 분석이 신뢰도에 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에 착안하여, SNS 데이터에 한 신뢰성을 확립하고

자 이를 보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어, 부정어 키워

드를 늘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SNS 데이터에 해 

통계  기법을 용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신뢰도를 측

정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알고리즘에 해 설명하며 4장에서 구  기능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도 모바일 고 효

과조사[7]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증 에 따라 모바일 

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 히 TV 고가 51.1%의 가

장 큰 선호 매체로 손꼽히고 있다. TV 고에 한 

고 효과 분석 기법으로는 셋톱박스 통해 실시하는 시청

률 조사가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수가 어 독 에 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조사 기 이나 차에 있어서도 

비일 이라는 단 이 있었다. 한, 통계  오차 범

에서 벗어나 신뢰도에 있어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8].

한편, 신뢰도 분석을 해서는 오피니언 마이닝 방법

이주로 사용되는데 그에 따른 연구로는 [9-13]이 존재

한다.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은 문서에 의견 

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분야로서 크게 의견의 의미

방향을 분류하는 분야와 언어  자원을 구축하는 분야

로 나  수 있다[11]. 먼  [9]에서는 특징 기반 오피니

언 마이닝을 이용하여 좋고,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닌 문

장 체에서 특성을 세부 으로 분석해 특징을 추출하

여 정과 부정을 부여한다. K-LIWC를 이용하여 거짓

말로 을 작성할 경우 의 구조, 단어 조합의 불균형 

등을 찾아내고 이를 신뢰도 측정에 용한다. 그러나 이

는 정, 부정으로만 신뢰도를 단하기 때문에 정 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10]에서는 화평 데이터베이스 

구축 토 로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으로 통해 정, 부

정인지 단하는 것을 제안한다. [11]에서는 소셜 미디

어에서 기업의 기에 해 정의하고 부정 패턴의 빈도

를 통해 기업의 기상황 인지 연구하 다. [12,13]에서

는 정, 부정 단어에 한 빈도수를 이용하여 수를 

매기고 가 치를 부가하여 신뢰성을 평가한다.

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신뢰도 분석에 사용하는 

통계기법인 베이시안 기법을 사용한 논문은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로 시멘틱 기술과 베이시안 네트워크를 이용

한 산사태 취약성 분석[14]이라는 논문은, 베이시안 기

법을 이용하여 산사태의 취약성을 분석하 다. 두 번째

는 추천시스템을 한 k-means 기법과 베이시안 네트

워크를 이용한 가 치 선호도 군집 방법[15]으로, 베이

시안 기법을 이용하여 고객이 선호할 만한 제품을 추천

해 주는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마지막은 다수의 

스마트 TV 사용자를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AHP 

기반 로그램 추천 시스템[16]이라는 논문으로, 베이시

안 기법을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TV 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기능을 제시한다. 이처럼 베이시안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이나 분석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베이시안 기법을 사용하여 TV 고 효과에 해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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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은 TV 고에 한 SNS의 반응을 자

동으로 수집하여 단어 별로 분석을 하고 그에 한 결

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설계를 한 

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다.

3.1 시스템 구성요소

다음은 앞서 소개한 시스템에 한 설계이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체 인 설계  일부를 이

스스터디로서 구 한 것으로,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먼 , 서를 이용하여, 트 터에서 ‘ 고’라는 단어와 

함께, 특정 고 키워드를 포함하는 을 수집한다. 이 

때, 고 키워드와 ‘ 고’라는 단어를 멀티 검색함으로써 

단순히 키워드가 들어간 이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키

워드가 포함된 고에 한 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게 얻어진 데이터를 하둡 클러스터를 통해 조건

에 맞는 항목의 개수를 계산한다. 계산할 항목은 정  

단어, 부정  단어, 핵심어, 유추어가 있다. 정  단어

는, 에서 정 인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의미하고, 부

정  단어는 부정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의미한다. 핵심

어는, 핵심 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말하며, 유추

어는 추론하는 의미의 단어인 경우 유추어라고 하 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 , 정  단어, 부

정  단어, 핵심어, 유추어의 카테고리를 작성한다. 이

후, 수집된 에서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된 단어가 발견

된 경우 이를 개수에 포함시킨다.

한, 분석에 있어 시간 정보를 표시하기 해서, 수

집한 트 터 데이터에서 날짜와 시간 정보를 수집한다. 

이는 분석이 완료되고 최종 으로 도표화하여 사용자에

게 분석 결과를 보여  때 함께 사용되어, 시간 에 따

라 달라지는 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 다.

그림 1 구조 설계

Fig. 1 Architecture Design

그림 2 기능 설계

Fig. 2 Function Design

시스템의 기능은 그림 2에 있는 여섯 가지이다. 각각

은 시간 별 분석, 선호도 분석, 동종 고 비교, 신뢰도 

분석, 단어 분석, 고추천 기능이다. 각각에 한 세부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시간 별 분석 - 가장 효과 인 방송 시간을 활용

하기 해 고에 한 시간 별 분석을 실시한다.

2) 선호도 분석 - 효과 인 고인지를 측정하기 

해 고에 해 데이터베이스 기반 키워드 분석을 

통한 정 /부정  반응 정도를 분석한다.

3) 동종 고 비교 - 동종 고 에서 가장 효과 인 

고를 알기 해 동종 고의 정 /부정  반

응 정도를 분석하고 순 를 매긴다.

4) 신뢰도 분석 - 화장품 고에 한 트 터 이용자

의 트윗 내용 신뢰도를 측정하여 각 제품에 한 

반응 신뢰도의 평균을 구한다.

5) 단어 분석 – 신뢰도 분석에서 사용되는 각 트윗 데

이터에 한 단어 구성에 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

어 제품에 한 단어구성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6) 고 추천 – 고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동종 고 비교 기능을 바탕으로 동종 고  가

장 선호도가 높았던 고를 추천한다.

각 기능 별 세부 설명은 4장에서 다룬다.

3.2 Hadoop을 통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기능을 구 하기 해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서는 하둡을 이용한다. 하둡을 이용한 기능은 시간 별 

분석, 선호도 분석, 동종 고 비교가 있다. 본 시스템에

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시간이나 조건 별 총 항목의 값이 

value가 되고, 조건 이름이 key값이 되어 맵리듀스 과정

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시간 별 분석에서는 해당 고에 한 언 도가 시

간 별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알기 하여 날짜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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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 Calculating Reliability
Input - Twitter data

Output -Reliablility

{pos, neg, infer} : 
   a number of {positive words, negative          

words, infer words}, respectively

{wpos, wneg, winfer} : 

   a weight of {positive words, negative          

words, infer words}, respectively

1: Sentence is dividee into words using tokenizer

2: while tokenset is  not null

3: if a  token means inference

4: infer = infer+1

5: if a  token means negative

6: neg = neg+1

7: if a  token means positive

8: pos = pos+1

9: end

10: 
calculate probability of reliability by the 

formula (1)

11:

간 별로 데이터를 분석하 다. 수집된 트 터 정보를 바

탕으로 1시간 마다 사람들이 고에 해 언 한 의 

갯수를 세어 분석하도록 하 다. 분석은 개별 분석과 

체 분석으로 나뉜다. 개별 항목 각각에 해 분석할 수

도 있고, 상  카테고리 체를 분석할 수도 있다.

선호도 분석에서는 각 고 별로 해당 고가 사람들

에게 얼마나 높은 호감도를 보 는가를 분석하 다. 단

순히 언 된 횟수를 세는 것만으로는 해당 고가 얼마

나 정 인 여론을 형성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단하

기 때문에, 각각의 고에 해 언 된 내용의 정

, 부정  반응을 토 로 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시간 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별 항목 혹은 상  

카테고리 체를 분석할 수 있다.

동종 고 분석에서는 동종 고 체를 비교하도록 데

이터를 함께 분석하 다. 동종 고에 포함되는 개별 항

목을 함께 분석하여, 같은 업종에서 어떤 고가 더 정

, 부정  반응을 이끌어냈는지 단할 수 있게 하 다.

3.3 신뢰도 분석

트 터 데이터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해 본 시스템

에서는 베이시안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정확도를 높 다.

베이시안 정리는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의 하나이다. 이 기법을 이용하기 해서는, 베이시안 

추론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미리 주어져야 한다. 미

리 주어지는 정보, 즉 확률은 사 확률이라 하고, 재

의 상황을 사후확률이라 한다. 베이시안 정리를 이용한 

분석은, 사 확률을 이용하여 사후확률을 추론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 확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확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사 확률

이 많을수록 추론의 범 가 넓어지고 정확도도 그만큼 

향상된다. 이때, 이용해야 할 정보가 무 많아지면, 수

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베이시안 정리를 이용하

면, 각각의 확률이 독립 이라는 가정을 추가하여, 복잡

한 조건부확률을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므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시안 정리

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값의 신뢰도를 도출한다.

시스템의 신뢰도 분석 알고리즘은 Algorithm 1과 같

은 방식으로 설계한다.

총 1627개의 단어를 각각 핵심어, 정어, 부정어, 유

추어, 핵심어로 나 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핵심어는 핵심 인 키워드를 나타내며, 

정어와 부정어는 각각 실제로 정 이거나 부정 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의미한다. 유추어는 정어와 

부정어와는 달리 확인되지 않고,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유추어라 정의하 다. 신뢰도

를 계산하는 수식에서 핵심어는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은 각 단어에 따른 빈도율로 수행토록 하 으며, 가 치

는 빈도율을 활용하여 결정하 다. 가 치는 수차례의 

튜닝을 통하여 여러 경우를 측정해본 결과 얻은 가장 

정확한 값을 사용했으며, 각각 정어(wpos)는 0.8, 부

정어(wneg)는 0.4, 유추어(winfer)는 0.1의 가 치를 가

진다. 이를 바탕으로 각 데이터를 (1)식에 입하여 신

뢰도를 계산한다.

단어 분석을 통해 각 데이터가 몇 개의 정어, 부정

어, 핵심어, 유추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측정하 다. 신뢰

도 분석 시 각각의 문장에 한 단어 구성을 장해 두

어 한 품목에 한 체  통계를 구한다.

3.4 데이터 수집

분석에 사용하는 고 정보는 TVCF[17]라는 고정

보 사이트에서 수집하 다. 수집한 정보는 고의 기본

인 정보인 고 이름, 고 시각, 고사, 고 국가, 

키워드 등이다. TVCF는 1950년부터 국내외 다양한 

고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로, 그림 3과 

같이 정보가 표시된다. 그림 3은 SK텔 콤 고에 한 

정보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들에게 고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분석에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언 도와 호감도를 분석하기 해 TV 고에 

한 언 이 포함된 트 터 을 수집한다. 트 터 수집 

데이터는 쓴이,  내용, 시각이며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설정하 다. 트 터 데이터는 빠른 업데이트

를 해 한 시간에 한 번씩 싱을 수행하도록 한다. 신

뢰도 분석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화장품 회사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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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 정보 정보 

Fig. 3 Example of Advertisement Data

그림 4 트 터 정보 수집

Fig. 4 Collecting Twitter Data

트 터 URL 검색 화면에 나오는 이름과 내용, 날짜를 

싱해오며, 시간 별 분석, 선호도 분석, 동종 고 비교

의 데이터의 경우 회사명과 고라는 키워드를 멀티 검

색하여 결과 트윗의 이름, 내용, 날짜를 싱해온다.

4. 시스템 기능  구

본 시스템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집된 791.7 

MB의 트 터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1 의 Master 

서버와 3 의 Slave 서버에서 분석하도록 구 되었다. 

총 네 의 컴퓨터의 운 체제는 Ubuntu 12.04이고, 

CPU는 Intel(R) Core(TM) i7 CPU 870 @ 2.93GHz이

며, 8GB RAM을 사용하 다. 설치된 하둡의 버 은 

Hadoop-1.2.1이다.

시스템은 설계를 바탕으로 휴 폰, 통신사, 화장품 카

테고리에 해 각각 3개의 제품으로 구 되었으며 신뢰

도 분석과 단어분석 기능은 화장품의 8개 회사를 상

으로 구 하 다.

4.1 시간 별 분석

시간 별 분석은 어느 시간 에 언 도가 가장 높은

지에 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해당 고에 한 인지

도를 나타내어 고에 활용할 수 있다. 분석은, 개별 

고 각각에 해서도 가능할 뿐 아니라, 같은 유형의 

고 체에 해서도 가능하다. 개별 고에 해서 분석

그림 5 시간 별 분석

Fig. 5 Hourly Mentioning Analysis

할 경우, 각 시간  별 언 도가 도표화되며, 같은 유형

의 고 체에 해 분석하는 경우, 그림 5와 같이 해

당하는 품목의 체 데이터가 도표화 된다.

그림 5는 통신사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 회사 SKT, 

LG U+, KT의 시간 별 언 도를 나타낸다. 그래 를 

통해, SKT가 10～12시에 가장 높은 언 도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SKT의 언 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이동통신

사  SKT가 50% 이상의 높은 시장 유율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8].

4.2 선호도 분석

해당 고가 효과 인 고인지 여부를 측정하기 

하여 특정 고에 한 정 /부정  반응 정도를 분

석한다. 선호도지표는 단순 언 도 만으로는 정  여

론형성 정도를 알기 어렵다는 단으로 설계하 다. 데

이터베이스에 사 에 정, 부정 키워드를 장하고 하

둡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6은 에뛰드의 선호도를 분석한 그래 이다. 이 

그래 를 통해 에뛰드에 한 정  반응이 80.1%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선호도 분석

Fig. 6 Preference Analysis

4.3 동종 고 비교

같은 분야의 고 에서 어느 고가 선호도가 높았

는지를 분석하 다. 동종 고를 비교하는 것이 목 이므

로, 개별 고 각각에 해서 분석할 수는 없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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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종 고 분석

Fig. 7 Analysis in Category

능은 사용자가 고주일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고주가 효과 인 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사용자가 입력한 카테고리 에서 언 도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고를 고 명과 함께, 고 동 상을 보여

주도록 하 다. 출력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은 통신사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 업체의 선호

도 순 를 보여 다. SKT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

는데, 그 이유는 SKT의 최근 고 략인 김연아, 지

과 같은 유명한 모델의 고 출연과 따라 부르기 쉬

운 음악의 도입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

4.4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에서는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각 회사 제

품에 한 트 터 데이터의 신뢰도를 분석하 다. 이를 

해 화장품을 상으로 SNS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 문

장 별로 정어, 부정어, 유추어를 분류했다. 날짜에 따른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림 9와 같이 신뢰도를 날짜 별

로 나타내었다. 한, 개별 신뢰도 이외에도 화장품 체

에 한 신뢰도를 한 에 볼 수 있게 하 다 (그림 9).

첫 번째 그래 (그림 8)는 아이오페업체의 날짜별 신

뢰도를 보여 다. day26에서의 분석이 가장 신뢰도가 

높았다. 두 번째 그래 (그림 9)는 같은 카테고리에 속

그림 8 개별 신뢰도 분석

Fig. 8 Reliability Analysis of Each Item

그림 9 체 신뢰도 분석

Fig. 9 Reliability Analysis in the Same Category

하는 8개 업체의 신뢰도를 비교한 그래 이다. SK2와 

리엔 이에 한 분석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 으며, 

토니모리와 존슨앤존슨의 분석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 다. 존슨앤존슨의 경우 출시제품인 ‘베이비 샴푸’에 

한 발암물질 논란의 향으로 ‘발암’, ‘ 단’ 등 부정

인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아 신뢰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고 분석된다. 토니모리 한 5월에 있었던 홈페이지 해

킹 사건으로 인해 회원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 많아 부정  단어의 증가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뢰도가 높은 SK2와 리엔 이의 경우, 

사람들의 트 터 텍스트가 체 으로 제품에 한 호

의 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정  단어의 빈도수가 높고, 

이로 인해 신뢰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4.5 단어 분석

단어 분석을 통해 각각의 품목에 한 단어 구성을 

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데이터가 몇 개의 정어, 

부정어, 핵심어, 유추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각 제품에 한 의 반응을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해 각 회사 제품에 한 

정, 부정의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0은 랑콤에 한 단어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유추어가 34.7%로 가장 높았

고, 정어가 25.4%, 부정어가 20.4%, 핵심어가 19.2%

로 그 뒤를 이었다. 유추어의 비 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4.6 고 추천

고 추천 기능은 사용자가 고주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카테고리 내에서 선

호도가 가장 높은 고를 상과 함께 보여 다. 어떤 

고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를 보여주어, 고 제작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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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별 단어 분석

Fig. 10 Vocabulary Analysis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SNS에서 웹 싱을 통해 추출한 데이

터로 하둡 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원하는 결과를 웹 서버에서 그래 로 보여주는 시스템

을 설계  구 하 다. 한, 통계  추론기법을 도입

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 하 으며 시

스템의 분석 결과로  고에 한 사용자들의 반응과 

한 고 방송 시간을 악하여 방송 실패를 이고, 

고를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사의 제품에 한 반응 신뢰도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차후 고 제작 시 반 하여 더욱 력 있는 

고를 제작하고 효율 으로 고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방송 이후에는 고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에 

한 객  단 기 이 되어 고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에서 사

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

를 분석하여 도표화 하는지, 그리고 사 에 구축된 데이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얼마나 정확도 높은 분석이 가능

한 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기반 분석이기 때

문에 수집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양은 꾸 히 축 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재는 개발 기 단계이며 텍

스트 데이터로 용량이 은 편이나 앞으로의 데이터 축

을 상하여 하둡을 바탕으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

템으로 구 하 다. 한,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반응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보다 정

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확장하려 한다. 이를 통해 정확

도와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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