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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간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제목 데이터를 활용한 상세 필터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상세 필터링을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

는 불편함을 덜어준다. 상세 필터링을 일부 제공할 경우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변경된 데이터로 갱신해야 하

는 과정이 있지만, 제안 모델을 활용할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터링을 구성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불필요한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등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터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과가 없

는 필터가 노출되지 않고, 사용자가 없는 결과를 찾게 되는 헛수고를 덜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목 데이

터를 활용하여 상세 필터 모델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접근이 용이하다.

키워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필터(filter), 플랫폼(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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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소비자와 소비

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시장에서 중고 거래가 

활발해졌다[1].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 받거나 메신저

에 의존해 소규모로 거래를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플랫폼이 

출시되어 소비자 간 거래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터링으로는 가전, 가구, 생활, 패션, 잡화, 게임, 미용, 도서/티켓/음반 

등 대분류 기반의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어 세부 필터링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은 대분류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지만, 검색 결과 데이터가 

많을 경우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기업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된 제목 데이터를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세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을 통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의 검색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관계나 유용한 패턴을 추출하는 것으로, 반정형/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된 텍스트에서 가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형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2]. 또한 텍스트 마이닝은 대량의 텍스트 문서 및 

이메일과 같이 비구조화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추출하는 것이다[3]. 자연어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텍스트 마이닝의 주요 기술에는 자연어처리, 언어 모델링, 마이닝 

기술, 기계 학습 알고리즘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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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다음의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구성도이다. PC에

서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제목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한 결과를 서버의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하는 구성이다.

Fig. 1. Model Diagram

다음의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프로세스이다.

Fig. 2. Model Process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제목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한 제목 데이터에서 텍스트 전처리를 진행한다. 텍스트 

전처리는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화, 불용어 처리, 대소문자 

통일(영문자 소문자로 치환), 어근 추출, 텍스트 인코딩 순으로 진행한

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는 텍스트 분류 기법을 이용하여 각 텍스트를 

그룹화한다. 각 텍스트는 분류 그룹과 추출 텍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로 셀렉트 박스의 데이터를 

구성한다. C2C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분류 

카테고리에 추가적인 세부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셀렉트 박스 필터가 

생성되었고, 세부 카테고리는 관리자의 특별한 관리 없이도 소비자가 

등록한 판매 제목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터 목록이 갱신된다.

IV. Conclusions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가능한 

각 서비스 기업에서의 플랫폼 제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제공 기업에서는 소비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그 외 상세한 카테고리 분류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필터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서비스 기업에서 특별한 관리 

없이 소비자가 등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필터가 구성되어 다수의 상품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원하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어 신속한 구매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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