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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기 기능성 화장품 기호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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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많은 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는 방법으

로 제조기술과 S/W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의 트렌드를 적시에 정확히 분석하여 제조에 반영함으로써 제품의 가치

상승을극대화하고 고품질의제품을신속하게 개발하여 출시하는것을중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춘기

여고생들의기능성화장품의신상품개발과성능향상을위한효율적인정보의분석과생산정책을위한 SNS 분석

시스템을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여고생들의기능성화장품에관한 SNS 내용을 분석하기위한효율적알고

리즘과 방법론을 제안하여 시스템의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각 작업의 수행시간을 최소화한다. 또한 여고생들의 기

능성화장품에대한기호상태를파악하여, 그 분석 결과를제품의개발및생산에반영하기위한비주얼방법론을

함께제안한다. 따라서 본논문에서제안하는시스템은단지화장품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이와비슷한소비자의

기호가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Keywords :기호변화, 빅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that the functionality of teenage school girl cosmetic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new product development and efficient production of information, analysis and

policy analysis system for the SNS. The proposed system functional cosmetics of high school girls

on the SNS efficient algorithms to analyze the content and methodology proposed to maxim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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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 of the system, to minimize the execution time of each task. In addition, functional

cosmetics of high school girls in the state by identifying the symbols, the analytical results i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products to reflect propose a visual methodology. Therefore, the

proposed system only in cosmetics, as well as an analysis similar to rapidly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an be applied in various ways.

▸Keywords : Trend, Big Data, SNS

I. 서 론

현재우리나라의제조업은세계적인경제위기에서많은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난항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제조

기술과 S/W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의 트렌드를 적시에 정확

히분석하여제조에반영함으로써제품의가치상승을극대화

하고고품질의제품을신속하게개발하여출시하는것을중시

하고있다. 이러한 시스템이가능하도록하는중요한기술은

소비자의의견을조사한후전체적인트렌드의변화를분석하

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불특정다수의소비자를일일이조

사하는방법은시간적•경제적비용이과다하게요구되므로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소비

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확산되고 있어 이 자료를 이용

하면손쉽게고객의기호변화를분석할수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자료를분석하는시스템기술이없어기업들로는많은

고민을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본 논문에서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SNS 빅 데이터를이용한사용자 기호

변화 분석시스템을 제안한다.

본논문의구성은 2장에서관련연구로스마트미디어와라

이프 로그, 장애인 행동 패턴 및 위치기반 서비스에 관한 사

항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3장에서는 라이프 로그 분석 및 모

니터링 시스템의 구성에 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시스템

을 구현하여 실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5장

에서는전체적인논문의결론과향후연구방향에대한내용을

기술하였다.

II. 관련 연구

1. 빅 데이터

빅데이터의활용을위해주안점을두어야하는부분에대해

Doug[1]은빅데이터의특징 3가지를 3V로표현했다. 첫째로

전통적인데이터타입과더불어새로운타입의데이터를포괄하

며크기(volume)가방대해진것이고,필연적으로그에비례하

는 다양성(variety)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증가 속도

(velocity)가 빠르다는점이그것이다. 이러한 요구에의해하

둡HDFS등의분산파일시스템환경이주목을받기시작했고

단순한 분산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를 넘어 기존 RDBMS의

변형형태인NoSQL이이슈화되기시작했다. 최근에급속도로

주목 받고 있는 NoSQL은 Brewer에 의해 제시된 CAP 이론

[2] 중일관성(consistency), 혹은사용성(availability)보다

분산수용성(partition tolerance)에초점을두어데이터의수

평적확장에용의성에의의가있는데이터저장/관리형태이다.

Gilbert and Lynch[3]에 의해 증명된 CAP 이론에 따르면

NoSQL은CAP 3개의개념을동시에충족시킬수없다고했으

며, 이에따라 모든기존의 RDBMS의역할을대신할수없는

것은자명한사실이다. 비단 NoSQL 뿐만아니라어떠한데이

터분산저장/관리 형태의구조라할지라도 CAP 이론의제약

을받으므로, 시스템관리, 구축, 개발에연루된모든사람들은

데이터의성격과목적을분명히알아야만빅데이터에대해제

대로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본논문의주요분석대상은

SNS자료로 텍스트마이닝에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이는 주로

주제추출과 자연언어처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자료의 분석을 위해 [4]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법과 [5,6,7] 등을 참조하였다.

2. 하둡의 자료 처리

하둡은단순한프로그래밍모델을사용하여대규모의자료

를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레임워크이다[8].

하둡은 크게 하둡 파일시스템(HDFS)와 맵리듀스

(mapreduce)로 구성된다. 하둡 파일시스템은 테라 혹은 페

타바이트규모의대량의자료를저장할수있는분산파일시

스템으로고성능의파일접근및입출력을제공한다. 이 시스

템은 메타 자료를 관리하는 Namenode, 파일시스템의 체크

포인터를 관리하는 Secondarynamenode, 자료가 저장되는

Datanode로 구성된다. 하둡에서 파일은 병력처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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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둡HDFS 구조
Fig. 1. HDFS Architecture

을 위한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결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크기(64MB)의 블록 단위로 Datanode

에 중복 분산되어 저장된다. 전체적인 동작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3. 빅 데이터의 분석 기법

빅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생성속도와 자료의 종류에 따

라 금융의재화흐름 분석, 공공분야의 정책 방향분석, 이벤

트 및 소셜 미디어 분석에 따른 마케팅, 기업의 비즈니스 최

적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적용이 가능하다[9]. [9]에서는미

국의 카탈리나(Catalina) 마케팅의 사례를 통해 빅 데이터

분석이비즈니스에어떻게적용되는지를설명하고자한다. 카

탈리나마케팅에서는 2.5 Peta Bytes의 방대한데이터를전

사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객이

대형 할인마트의 매장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는 순간 고객의

구매이력 데이터가 분석되어 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쿠폰이

인쇄된 영수증이 출력된다. 이때, 여러 명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을 구매해도 각 구매이력에 따라 각각 다른 쿠폰이 출력

된다. 고객의 개인별구매성향이실시간으로반영된쿠폰제

시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 쿠폰 사용을 통

한추가구매율이기존 10%에서 25%로크게향상되었고고

객의마케팅에대한반응성이향상되어카탈리나의수익증가

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카탈리나 마케팅은 데

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에 고성능 분석 기술을 적용하

여빅데이터로부터실시간으로고객의구매성향을예측하였

다. 즉, 고객에게 맞춤형 쿠폰을 발행할 때 실시간으로 고객

행동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4.5시간 걸

리던 예측모델에대한 스코어링 시간도 불과 60초로단축시

켰다.

빅 데이터분석이최근에이슈가되는이유는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여 활용 가

능하고좀더정확한분석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요구가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가 전통적인 분석 방법의 패러다임

을바꾸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데이터 분석의관점에

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분석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고급 분석(Advanced Analytics) 영역이 고성능 분석 기술

과밀접하게결합되면서본격적으로빅데이터분석에대응하

고 있다는 점이다[10].

III.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빅 데이터 분석 활용의 효과는 우선 경쟁 환경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가 발생하는 소셜 네트워크

의 구조와 정보전달 패턴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소셜네트워크의커뮤니티구조
Fig. 2. Architecture of SNS Community

또한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소비자들의 소셜 네트

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기반 정보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프로슈머,

커뮤니티의동료등이제공하는정보를더욱신뢰하는환경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정보의 경로

를 분석하면 잠재적 소비자 군과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다양

한 커뮤니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매우 복잡해 보이는 소셜 네트워크 구

조내부에는정보를보다긴밀하게주고받는많은커뮤니티가

중첩됨을 알 수 있고, 각 커뮤니티의 성격과 결속 유형에 대

한 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11].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서

비스 모델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트

위터를기반으로하였다. 이는외부에서접근할수있는트위

터 API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 상에서 다양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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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 및감정을실시간으로수집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

라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기업의 제품 판매량 및 감정, 사

용후기 등을 용이하게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SNS를 분석하기 위해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이용한 고객의 오피니

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였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본

연구에 참여하는 여고생들의 트위터를 대상 제품의 생산업체

의 트위터와 팰로우를 형성하도록 한 후 사용한 화장품에 대

한각종의견을수시로올리도록하였다. 그림 3은 본논문에

서 구현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은크게 5개의모듈로나눌수있는데, 최상위의모

듈은 SNS(Twitter)의 팰로우들로부터관련 자료를 모으는

Collector 부분이며, 두 번째 모듈은 모은 자료들을

Text-Pre-Processing과 Text-Mining 및 이를 바탕으로

Opinion-Mining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제안시스템구조
Fig. 3. Architecture of Proposed System

세 번째 부분은 하둡의 마스터 노드로 본 논문에서는 4개

의서버중 1개를HMaster로 지정하였다. 그리고네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은 Slave Node와 Database로 구성되어 있

는데, 우리는총 3개의 Slave Node를 구축 하였다. 이는 본

논문에서 구현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자료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샘플링한 패널

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렇게많은노드가필요없기때

문이다.

그림 4. 자료의처리과정
Fig. 4. Data Processing Logic

그림 4는제안시스템의전체적인자료처리과정을보여주

고 있다. 처음에는 웹봇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의 자료를 획득

한다. 이때관련자료를획득하기위해관련고객들에게친구

를요청하여 자료의 획득율과 정확율을 높힌다. SNS 자료를

획득한 후에는 불필요한 태그 등을 제외시키는 전처리과정을

거친다. 다음에는 원하는 제품과 관련된 용어들을 추출한다.

이때 관련된 자료는 미리 DB에 저장한다. 예를 들면 제품의

품명이나 제품과 관련된 단어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추출한

목적 어구들의 빈도와 관련도를 분석한 후 제품에 관한 패턴

(기호도등)을 분석하여그결과를보여주는과정으로진행된

다. 특히 과거의 분석 결과를 단순히 보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지속적으로저장하여과거의분석결과와계속비교하

여 기호도의 변화의 추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림 5는 특정제품을선정하고, 해당상품을많이사용하는

고객집단과제품 생산 회사를선정하여 실제적으로 SNS 등

의데이터를수집, 저장, 분석 하는형태를취하는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제안시스템의빅데이터시스템흐름도
Fig. 5. System Flow Chart of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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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험 및 결과 분석

SNS 상의콘텐츠및자료를분석하면사회나조직의특징

및 행위, 감성 등의 변화나 패턴 등을 발견하여 향후 제품이

나 여론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SNS 기반 예측분

석 결과가 정확하려면 예측 대상의 폭이 넓어야 하며, 그 내

용이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충주의 Y여고생

들을 대상으로 충북 진천의 S사의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도

록하고그후기를 SNS에올리도록하여그자료를분석하였

다. 본논문에서는상기의자료를처리하기위해 x86 계열범

용 서버 장비 4대로 구성된 하둡 클러스터를 표 1과같이구

축하였다.

항목 값

CPU Intel, 2.5GHz, Quad core

메모리 16GB

HDD 500GB * 2EA

Network Gigabit Ethernet

운용환경 Win7(Client), Linux(Server)

표 1. 시스템환경
Table 1. System Environment

그림 6은실제자료를입력하여실행한예이다. 실험에서는4

개의제품-샴푸,린스,바디클린저,바디로션-과각제품에대한

분석을크게 8종-사용후감촉, 기능, 기호도, 가격, 향기, 포장

디자인,색깔, 심적느낌-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그림에서다

각형의중심으로가까이갈수록고객의의견은불만에가까운것

이며, 멀어질수록고객의의견은우호적인값을가지게된다.

그림 6. 실행예
Fig. 6. Executed Example

V. 결 론

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기법은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다양한 분석기법, 기계학습, 인공지능, 연관규칙, 회귀

분석등으로정형화된데이터를토대로분석기법이발전되어

왔고, 현시점에서가장의사결정을과학적으로검증하는도구

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본논문에서는하둡을이용하여여고생의기능성화장품에

관한 SNS 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에 관한 기호변화를 분석

하였다. 하둡은 대량의 자료 처리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본 논문의 연구와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둡을 이용하여 SNS 자료를 수집하

여 관련 회사의 제품들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제품에대한 8가지의조건을분석하였다. 그러나현

재의 제안 시스템은 기 결정된 소규모의 패널을 위주로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제 내용과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표본 집단의 구성이 일정한 연령대로 구

성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췄다고 믿을 수 있다.

또한 제안시스템을 확장 시 보다 많은 표적집단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그 응용성이 넓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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