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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 속 상업 공간에서는 공간  치에 따른 지리  이 이나 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 

속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문화와 감성이 소비자가 소비를 유하게 하는 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

다. ICT 서비스 환경이 자리를 잡아 감과 동시에 제4차 산업 명이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심리나 감성, 정서에 들어맞는 공간에 방문하며 소비하고 SNS를 통해 공유

한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임말로 무나 일반 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

다. SNS의 시작은 마 의 한 분야로 시작된 것으로 단된다. SNS를 이용한 홍보마 은 21세기

에 어들면서 고객들의 주 인 개개인의 욕구 충족과 감성을 시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복합

이며 정교해졌다. 본 연구는 SNS 데이터를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지역 명칭을 키

워드로 1년간 콘텐츠를 크롤링하며,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작업을 한

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인 RNN  LSTM을 사용하여 감성 분석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별 콘텐츠의 주요분야, /부정을 별한다. 이 게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 각 지역만의 특색과 인기 

분야, 비인기 분야, 더 나아가 유망한 분야를 알아본다.

1. 서론

   도시 속 상업 공간에서는 공간  치에 따른 지리  

이 이나 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 속에서 소

비자가 느낄 수 있는 문화와 감성이 소비자가 소비를 유

하게 하는 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상업 공간이 

보유한 문화와 감성이 방문자에 불과하던 개인을 소비자

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구매의 제조건이 상업 공간

으로의 진입이기 때문이다. ICT 서비스 환경이 자리를 잡

아 감과 동시에 제4차 산업 명이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 방 한 문 지식에 

근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심리나 감성, 정서에 들어

맞는 공간에 방문하며 소비하고 SNS에 공유한다[1].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임말로 무나 일

반 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다. 온라인과 같

은 인터넷상에서 개개인의 인간 계를 강하하거나 새로운 

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서 두루 이용되고 있으며, 정보화 

시 에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2].

본 연구는 SNS 데이터를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에서 지역 명칭을 키워드로 1년간 콘텐츠를 크롤링하

며,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

리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인 RNN  

LSTM을 사용하여 지역별 콘텐츠의 주요분야, /부정을 

별한다.

2. 주요기술

네이버 데이터 랩은 검색어로 알아보는 한민국, 

지역 통계, 데이터 융합분석, 공공데이터의 메뉴를 

제공한다. 지역 통계는 네이버 검색데이터와 다른 

기 /기업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로 지역별, 

업종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변인의 상

인 검색량을 100을 최고치로 설정하여 제공한다. 다

시 말하면 입력한 단어의 추이를 하나로 합산하여 

해당 변인이 네이버에서 얼마나 검색되는지 련 데

이터를 그래 로 제공하는 것이다[3].

    Selenium은 웹앱을 테스트하는데 이용하는 임워

크다. webdriver라는 API를 통해 운 체제에 설치된 

Chrome 등의 라우 를 직  제어하게 된다. 직  라

우 를 직  작동시킨다는 것은 JavaScript를 이용해 비동

기 으로 혹은 뒤늦게 나타나는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이다. 한, 요소에 쉽게 근하기 해서 웹 라우

의 개발자 도구에서 각 요소의 xpath 경로를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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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NS 데이터 분석 흐름도

(그림 1) KoNLPy 형태소 분석기 속도 비교 

(그림 2) LSTM 구조

기 때문에 개발할 때 편리하다.

   KoNLPy(Korean NLP in python)는 한국어 정보처리

를 한 이썬 패키지이며 자연어처리를 갓 배우기 시작

한 학생이나 자연어처리를 연구 목 으로 사용하려는 연

구자에게 합하다. KoNLPy 형태소 분석기로는 꼬꼬마

(Kkma), 한나눔 (Hannanum), Mecab, Okt, 트 터

(Twitter) 등이 있으며 로딩시간, 실행시간, 띄어쓰기 알고

리즘, 단어의 의미와 주변부 계, 사 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처리 등 사용자가 으로 두는 상황에 맞춰 사용하

면 된다[4].

   본 연구에선 KoNLPy 형태소 분석기로 한나눔을 사용

했다. (그림 1)과 같이 한나눔은 다량의 단어를 분석할 때 

다른 분석기에 비교해 로딩시간이나 실행시간이 비교  

짧고, 사 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처리를 세 하게 해주는 

강 이 있다. 한나눔보다 빠른 트 터는 재 KoNLPy에

서 업데이트가 멈췄고, Mecab의 경우에는 Window 운

체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LSTM(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은 RNN

의 한 종류로 련 정보와 그 정보를 사용하는 지 의 거

리가 멀어질 때 장기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는 RNN의 문

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체 체인을 지나가는 셀 스

테이트를 사용해 이  학습 가 치를 큰 변동 없이 달

해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한다. 한, sigmoid 함수를 

이용해 삭제할 정보를 결정한 뒤  다른 sigmoid 함수와 

tanh 함수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가 셀 스테이트에 장될

지 결정한다. LSTM 구조는 (그림 2)와 같다[5].

   igraph는 효율성, 휴 성  사용의 용이성에 을 

둔 네트워크 분석 도구 모음이며 무료 오 소스이다. 

igraph는 네트워크 과학  련 분야의 학술연구에 리 

이용된다. 

3. 본론

   본 연구는 지역 발 을 한 SNS 데이터 분석을 해 

한민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 4곳을 선정했고, 키워

드는 천안과 아산의 동/면/읍으로 기간은 2017년 9월 1일

부터 2018년 9일 1일까지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을 한 

웹 크롤러로 Selenium을 사용한다. 데이터 처리는 한국

어 형태소 분석기인 KoNLPy를 이용해서 특수문자와 

URL을 제거하고 품사로 분류한다. 처리된 데이터는 딥

러닝 알고리즘 에서 RNN의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한 

LSTM을 사용한다. 수집한 데이터의 주요 단어와 컨텐츠

의 /부정을 추출하고 주요 단어에 /부정에 따라서 

수를 부여해 감성을 별한다. 이 게 나온 주요 단어에 

순 를 매겨서 지역마다 수가 높은 단어와 낮은 단어로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낸다. SNS 데이터 분석을 한 흐

름도는 (그림 3)와 같다. 

   SNS 데이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블로

그,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앞서 선정한 

키워드로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은 강력한 웹 크롤러인 Selenium을 사용한

다. Chromedriver를 이용해서 Chrome을 제어한다. 네이버

에서 블로그나 카페 리스트 검색은 세션에서 지역으로 

keyword를 지역으로 하고, startDate는 ‘2017-09-01’, 

endDate는 ‘2018-09-01’으로 옵션을 설정한다. 네이버 세

션 페이지는 pageNo에 –1이나 마지막을 넘어가는 페이

지를 넣어도 페이지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

를 찾아야 한다. 이를 해 검색된 총 컨텐츠 수를 수집하

고 (총 컨텐츠 수) / (한 페이지에 보이는 컨텐츠 수)로 

페이지 수를 구한다. 블로그의 한 페이지에 보이는 컨텐츠 

수는 7개이며, 카페는 10개다. 네이버 블로그 크롤링의 특

징은 switch_to_frame 함수를 이용하여 screenFrame과 

mainFrame이라는 이름을 갖는 임을 고정해야 블로그 

본문에 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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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분류를 한 키워드 

네이버 카페는 로그인 등 사용자 권한 련한 외처리에 

을 두었다.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는 크롤링을 시작할 

때 네이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CAPTCHA에서 막히게 

된다. 그래서 크롤러를 디버그 모드로 실행시키고 로그인 

화면에 멈춰서 수동으로 CAPTCHA를 실행해야 한다. 카

페 가입이 필요한 컨텐츠는 생략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스크롤을 내려서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하는 특징이 있다. Selenium 기능 에 자바스크

립트를 실행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스크롤을 제어할 수 있

고, 스크롤 한 번에 나오는 타임라인은 9개다. 스크롤 횟

수는 제한하지 않고 비교 사 을 만들어서 한번 스크롤하

고 업데이트된 타임라인을 사 과 비교한다. 사 에 없으

면 사 에 등록하고 스크롤을 반복하며, 사 에 있다면 크

롤링을 멈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분류 키워드 선정은 네이버 데이터 랩의 천안시 동남

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지역별 심도와 카드사용통계

를 이용한다. 키워드 분류는 (그림 4)처럼 크게 생활, 음

식, 취미, 뷰티, , 으로 나 고, 분류, 소분류로 

더 세분화하여 분류의 정확도를 높인다.

   데이터 처리는 수집된 데이터를 한국어 형태소 분석 

라이 러리인 KoNLPy의 5가지 종류의 형태소 분석기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때 분석 옵

션으로 정규화와 원형 찾기를 추가한다. 정규화란 “그래욬

ㅋㅋㅋ”처럼 작성된 을 “그래요”로 변환해주는 옵션이

고, 원형 찾기 옵션은 “그래요”의 원형인 “그 다”로 찾아

주는 옵션이다. 처리는 먼  불필요한 특수문자와 URL

을 제거하고 남은 데이터에서 핵심 단어는 분류 키워드를 

통해 분류하고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핵심 단어의 /

부정을 별한다[6].

   데이터 학습은 LSTM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단어 벡터

로 변환되는 Word Embedding 층으로 1000 노드, 간층 

128 노드로 하여 3층, 출력층 1 노드로 구성하고, 활성화 

함수로 softmax를 사용하며 최 화 알고리즘으로 오차 감

소 속도가 빠른 Adam Optimizer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수치화는 데이터의 가시성이 좋

은 Rstudio를 사용하며, 여러 수치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igraph 라이 러리를 이용해서 수치화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지역 발 에 도움을 주고자 SNS 분석 시스

템을 제안한다. 10 부터 30 까지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

는 4곳의 SNS에서 해당 지역을 키워드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더 세부 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딥러

닝 알고리즘인 RNN  LSTM을 사용하여 감성 분석 학

습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사용자들의 심리나 감성, 정서를 

알아보고, 사용자들이 어떤 감정으로 을 작성했는지까지 

찾아낸다[7]. 더 나아가 SNS 데이터와 해당 지역의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다면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지역 행사나 학교축

제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보다 다

양한 상황들에 맞는 분야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 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R2018020083)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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