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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 라인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크게 라이 스타일, 동기, 개성, 학습 등 개인 인 향요인과 문화, 
기후, 가족 등 기타 상황  요인을 포함하는 환경  향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입력

값으로 하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소비 측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딥러닝을 이용한 측모

델을 사용하기 해서는 먼  요인들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상 계가 있는지 악하는 

작업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 다양한 상 계 분석모델을 이용해 소비 의사결정 요소 

 기후, 문화와 같은 상황  요인과 소비와의 상 계를 도출하고, 기후, 문화를 변하는 미세먼지

데이터와, SNS 버즈량 데이터와 소비데이터를 학습하는 소비 측 LSTM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체 로세스 

1. 서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

용해 미래를 측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1]. 최근 

인공지능의 일환으로, 딥러닝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련한 

다양한 측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측 모델은 주식, 기

상. 번역, 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딥러닝을 이용한 경제분야에 한 측은 심도 높은 이

슈  하나이다[2]. 본 논문에서는 경제 측  가계소비

에 한 측을 하고자 한다. 소비에 한 측을 하기 

해서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한 측이 요하다. 소비

자의 의사결정은 크게 라이 스타일, 동기, 개성, 학습 등 

개인 인 향요인과 문화, 기후, 가족 등 기타 상황  요

인을 포함하는 환경  향요인으로 나 어진다[3]. 본 논

문의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 , 문화를 표하는 SNS 데

이터와, 기후 데이터와 소비와의 상 계를 분석한다. 

한 상 계 분석 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이용하여 미래의 

소비를 측할 것이다. Google에서 제공하는 Tensorflow

와 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s (LSTM)을 활용

하여 소비를 측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 해당 연

구 에 한 간단히 소개 후 본론의 2장에서는 연구를 함 

에 앞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 는지, 학습 요

소로 왜 기후데이터와 SNS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해서 

설명을 한 후 LSTM을 사용한 시스템과 그에 해당하여 

본 연구에 용한 핵심기술에 해 설명한 후 해당 기술

을 용하여 소비 측에 한 진행결과에 해서 설명을 

한다. 3장 결론에서는 제안한 연구 주제와 사용한 LSTM

의 활용방안, 더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해 언 하고자 한

다. 

2. 본론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하고자하는 SNS 데이터와 기후

데이터, 소비데이터를 이용한 상 계 분석과 소비 측을 

한 LSTM 측 모델에 한 로세스이다. 먼  크롤링

을 통해 SNS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싱

을 통해 일별 버즈량을 악한다. 이 게 수집된 데이터를 

날짜를 키 값으로 기후데이터인 PMI 데이터와 소비데이

터를 병합한다. 병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어슨상 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세 데이터 간의 상 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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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 계 분석 로세스

다. 한 병합된 데이터를 트 이닝데이터와 테스트 데이

터로 나 어 소비 측에 한 정확도를 악하는 로세

스이다.

2-1. 데이터 수집

(그림 2) 수집 데이터 시

그림 1은 상 계 측  측을 한 딥러닝 모델에 

사용될 데이터로 차례로 왼쪽 표는 일별 소득 액, 결제 

횟수, 소비 련 키워드로 수집한 SNS 버즈량을 나타낸다. 

오른쪽 표는 천안지역의 미세먼지농도(PM25)를 일별로 

나타내주는 공공데이터이다. 기후데이터  미세먼지농도

를 선정하여 학습하는 이유는,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의 심도

가 높아짐을 련 자료와, 각종 언론기사를 통해 알 수 있

다[4]. 실제로 이러한 미세먼지 농도가 오 라인 소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5]. 이러한 연

구에 근거하여 기상데이터  미세먼지를 선정하 다.  

해당 연구는 미세먼지가 국내 소매 매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으며, 소매 매는 형소매 의 매액으로 측

정했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µg/m3 증가 

시 형 소매  매가 약 2%정도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

를 보 다. 이때 분석방법으로는 상 계수 산출  기  

회귀분석을 사용 하고자한다.   

 그림2는 본 연구  비정형 데이터인 SNS 데이터와 

정형데이터인 소비데이터와 기후데이터 간의 상 계를 

분석하는 로세스 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날짜별로 정리하고 복되는 날짜의 데이터를 정리하기 

해 정규화를 사용했다. 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이용해

서 피어슨 상 계 분석을 통해 소비와 SNS  미세먼

지 데이터와의 상 계를 분석했다. 

  

2-2. LSTM을 사용한 측모델

본 에서는 LSTM을 활용한 소비 측 모델에 한 

연구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Tensorflow를 활용하여 가격 측 모델을 구 했다. 앞서 

측 모델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과정을 진행한다.

(그림 4) LSTM 구조 

 그림 2는 RNN을 변형한 모델  하나인 LSTM으로, 

RNN의 히든 State에 cell-state를 추가한 구조이다. 이 

cell-state로 인해 RNN의 최  단 은 vanishing gradient 

problem을 극복한다. 비교  구조가 간단한 RNN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LSTM을 사용한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의 연속성을 고려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LSTM을 이용하여 소비를 측하고자 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SNS 버즈량, 소비데이

터 사이의 상 계를 도출하고, 이를 학습 LSTM 모델로 

학습하여 소비를 측하는 모델을 제시 했다. 실험 데이터

는 미세먼지 데이터의 경우 충남 천안시의 측소에서 

2017.01.01.~2018.12.31. 기간 동안 수집했으며, 마찬가지로 

소비데이터는 카드사의 충남 천안시 신안동의 

2017.01.01.~2018.12.31. 동안 카드소비 데이터를 사용했다. 

SNS 버즈량의 경우 신안동을 메인 키워드로 소비에 련

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Input 값으로 하는 LST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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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미래의 소비를 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려해야할 요인이 많아 딥러닝으로 측이 어

려운 소비 측에 있어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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