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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에서 제품을 고르고 실질적인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역 쇼루밍이 급격히 늘고 있다. 역 쇼루밍

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이미지와 설명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자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 맞춤형 쇼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히 고객이 검색하거나 구매한 상품을 나열하여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니즈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 정의 모듈과 후기 분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두 개의 상품을 지정하고 개인별 사용자 선호도를 수집하며, 후자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사전을 이용하여 구매 상

품의 후기를 분석한다. 구현된 시스템은 개별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Even though users choose goods they want to buy in on-line shopping malls, real purchase is often performed in 
off-line shopping malls. It is called reverse showrooming. It means that users’ analysis of goods based on images and 
descrip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s has limitation. Thus, large-scale online shopping malls provide a customized 
shopping information. However, in that case, the provided information is a simple list of goods users bought or 
retrieved. Thus, a system to analyze various needs of users and apply the result into on-line shopping mall is necessary.  
 In this paper, an  analysis system is proposed. The system contains a module to analyze user defined preference and a 
module to analyze users’ reviews. The former designates two goods and collects preferences of individual users. the 
latter analyzes reviews about purchased goods based on database dictionary stored in advance for analyzing reviews. 
The system implemented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ecommend some goods that meet each users’s needs

키워드 : 니즈분석, 모바일 시스템, 사용자 지정 선호도, 데이터베이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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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보고 가

격을 온라인과 비교 후 온라인이 더 저렴할 경우 할인

된 가격에 구입을 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쇼루밍

족’ 이라한다[1]. 더군다나 쇼루밍족과는 반대의 형태

인 상품의 탐색은 온라인에서하고, 구매는 오프라인에

서 하는 “역쇼루밍족”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역 쇼루

밍족의 증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

(이미지 및 설명) 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상품

분석 정보 및 타인의 선호도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온

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을 높

이는 길이다.
한편,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 맞춤형 쇼핑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쇼핑몰들은 고객이 

구매하거나, 보았던 상품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

서는  고객의 니즈분석을 제안하고 모바일 쇼핑몰에 적

용한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선택한 두 가지 상

품에 대해 개인 및 특정 그룹(연령별, 성별)의 선호도를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

여 주며, 해당 상품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쉽게 볼 수 있

도록 하여 댓글 작성자가 아닌 타인도 해당 상품에 대

한 선호도를 손쉽게 획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선호도에 

따라 맞춤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구현결과 사

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가지 상

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었고, 니즈분석 모듈을 이용

하여 상품에 대한 개인 및 그룹의 선호도를 수치화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사용자들의 

소비패턴과 자연어 분석에 대한 관련 연구와 문제점

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 고안된 시스템의 전체 구조 

및 각 모듈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용자들의 후기를 분

석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사전과 카테고리 

분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

스템의 구현결과를 살펴보고, 끝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관련연구 [2] 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인

터넷 쇼핑몰 고객의 구매패턴 식별에 관한 연구로서 오

프라인의 상품 구매 데이터에서 고객의 구매패턴을 찾

아 연관성 있는 제품을 선정한 후, 수집된 고객들의 구

매 정보(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된 고객의 구매

패턴과 비교하여 고객의 쇼핑패턴을 분석하였다.
관련연구 [3, 4]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제품 구

매 후기와 배송 서비스의 질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니즈를 분석함에 있어 신뢰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품에 대한 후기를 등

록 할 때 배송 및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별점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다.
니즈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큰 요인은 상품에 대한 

후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5]에서는 감성분석 방법을 검

증할 수 있는 실험 집합 및 검증 방법의 어려움에 대하

여 말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단어를 특정 주제에 관하여 긍정, 부정, 중립 세 가지 성

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호한 단어들을 제외시키고자 해당 

주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단어들만을 데이터베이스 

사전으로 구축하였으며 상품 마다 언급되는 단어의 빈

도수를 측정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전을 구축 

하였다.
관련연구 [6]은 상품평 자동분류를 위한 감성분석 알

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품평 수집, 형태소 분석, 
감성분석, 요약화 4단계를 거쳐 해당상품평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소 분석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주요 속성

들을 정의하고 속성별로 형태소, 즉 단어들을 분류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각 상품마다 동일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태소 분류 없이 상품이 소속된 카테

고리를 분류하였으며 카테고리별로 주로 언급되는 단

어들을 수집하고 빈도수에 따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구축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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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니즈분석 방법

3.1. 전체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니즈분석 시스템은 SNS 분석, 성향 분석, 
후기 분석, 행동 분석 4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니즈분석 모듈은 SNS 분석, 사용자 지정 시스템에서 

획득한 성향 분석, 후기 분석 및 행동 분석의 결과를 통

합하여 활용하는 모듈로서 각 하위 모듈의 역할은 다음

과 같다.
① SNS 분석 모듈은 SNS를 통하여 타인의 선호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고안한 모듈로서 외부 SNS(트위터)
의 리트윗 수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SNS 분석에 대한 연구[8]에서는 내·외부 SNS를 기반으

로 SNS 분석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② 성향 분석 모듈은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

템에서 획득 되어진 데이터(사용자가 지정한 두 가지 

상품에 대한 개인 및 특정 그룹의 선호도)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③ 후기 분석 모듈은 사용자가 작성한 후기(별점 및 

등록 내용)를 기반으로 하여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반

응을 수치화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모듈로서 

사용자 선호도 분석에 크게 작용한다.
④ 행동 분석 모듈은 모바일 쇼핑몰 사용자가 카테고

리 선택, 상품 구매, 댓글 작성 등의 행동을 취할 시에 

생기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는 모듈이다. [7]에서는 행동분석을 위한 사용자의 행

동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기존 사이트에서 보여주던 추천 상품 등의 기능은 사

용자가 구매하거나 클릭한 상품을 단순히 나열하여 보

여주는 기능에 불과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

서는 사용자가 상품 구매 시 취하는 여러 행동(상품 카

테고리 선택, 선호 상품 체크, 리뷰 작성, 상품 구매)들
을 통하여 누적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개인

에게 맞는 상품들을 추천해줌으로써 상품 구매율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2. 후기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전 구축방법

후기분석의 신뢰도는 매칭되는 데이터베이스 사전

의 완성도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국내 대표 쇼핑몰들

의 후기를 각 카테고리 마다 100개의 후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사

용되는 특정 단어들이 있음을 파악했다.

그림 2. 상품별 사용되는 특정 단어

Fig. 2 Specific words for representing each goods

해당 상품의 후기에는 몇몇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단어들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신뢰도

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를 정립할 필요성

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림3과 같다.

그림 3. 쇼핑몰마다 일관되지 않은 상품카테고리

Fig. 3 Product category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hopping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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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구두 A는 쇼핑몰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

한 제품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카테고리별 자주 쓰이는 단어를 선별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후기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쇼핑몰의 카테

고리를 수집하여 연관성 있는 제품들끼리 묶어 상품의 

카테고리를 표1과 같이 34개로 정리하였다.

표 1. 정리된 카테고리

Table. 1 Organized categories

Top Middle Bottom

Beauty
Cosmetic

Skincare, pack/mask, Ceansing, 
Face mkeup, Color makeup, Sun 

care, Body, Hair, Hair and Beauty 
accessories

Prefume Men perfumes, Women perfumes, 
Pulbic perfumes

Fashion

Women’s 
Clothes

Outerwear, Tops, Dresses, 
Bottoms, Swimwear

Men’s Clothes Outerwear, Tops, Bottoms, 
Casual, Swimwear

Shoes Women’s shoes, Sport shoes, 
Men’s shoes, Functionalized shoes

Underwear Women’s nderwear, Men’s 
underwear, Pajamas

Haberdashery Bag, Wallets/Belts, Haberdashery, 
Watches, Jewelry

각 카테고리마다 긍정적인 성향의 단어와 부정적인 

성향의 단어를 분류하였고, 그 빈도수를 토대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다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전을 

두 가지(기본 단어 사전, 자주 쓰이는 단어 사전)로 구축

하였다(그림 4). 상품의 후기들은 상품의 속성별로 언급

되는 특정 단어들이 존재하였다.

그림 4. 데이터베이스 사전 구축 과정

Fig. 4 Process for building DB dictionary

3.3.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모듈

이 모듈은 쇼핑몰 사용자가 직접 두 가지 상품을 지

정하고 두 가지 상품에 대한 타사용자의 선호도를 비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

템을 통하여 등록되는 정보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모듈

Fig. 5 User designated preference Analysis module

①은 사용자가 지정한 두 가지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

에 속하는지 표시하여 주며, 선택된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만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는 등록된 비교 글의 제목 및 내용으로서, 지정 된 

상품을 왜 비교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표시한다.
③은 실제 비교되는 상품명 및 이미지를 표시하는 영

역으로서 원형으로 표시된 영역의 숫자는 상품이 추천 

받은 횟수를 나타내고 사선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상품

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준다.

3.4. 상품 후기의 선호도 분석을 위한 수치화 방법

니즈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쇼핑몰 사용자

가 직접 작성한 상품 후기를 분석하는 것이다[9]. 또한 

후기 분석의 결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후기 작성에 앞서 

상품에 대한 별점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다음의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선호도가 수치화 된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직접 상품에 대한 별점을 평가하

도록 한다. 상품 구매 때 사용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네 가지(포장 상태, 택배 신속성, 제품의 

사이즈, 제품 상태)를 반영하였다. 각 요인을 0 ~ 5 점으

로 평가하고 4가지 요인의 평균을 기준으로 후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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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4가지로 나눈다.
두 번째로 작성된 후기를 자주 쓰이는 단어 사전과 

우선적으로 매칭한 후 성향에 맞는 가중치를 곱하여 수

치를 합산(a) 하고, 매칭된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

들 또한 기본 단어 사전과 매칭 후 성향에 맞는 가중치

를 곱하여 수치를 합산(b)한다. (a)와 (b)는 식(1)에 의해 

계산된다.

      
      

    (1)

여기서, 은 자주 쓰이는 단어들의 매칭 결과로, 
는 자주 쓰이는 긍정 단어의 수를 는 자주 쓰이는 

부정단어의 수를 나타낸다.
은 기본 단어들의 매칭 결과로, 는 기본 긍정 

단어의 수를 는 기본 부정 단어의 수를 나타낸다. 각 

는 표 2에 따라 부여된다. 

표 2. 단어별 가중치

Table. 2 Weight per Word

Preference word Weight
Positive Word () +2
Negative Word () -2
Favor Positive Word () +5
Favor Negative Word () -5

식 1에서 획득 되어진 과 은 합산하여 그림7
의 B를 획득 한다.

그림 6. 선호도 수치화 알고리즘

Fig. 6 Algorithm to calculate Preference

그림 6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호도 분석 결과 R
을 획득한다. 그러나 별점과 매칭 합산 결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별점이 1점인데 후기 매칭결과가 매

우 높을 때 = 별점 및 후기 매칭 결과를 신용할 수 없음)
가 발생한다. 따라서 표 3에 따라 가중치 비율을 적용하

여 선호도 분석 결과를 보정한다.

표 3. 별점과 단어의 가중치 비율

Table. 3 Weighting factor of rating and point

Average Rating Words matching 
Value Weight Ratio

Higher(>= 3) Higher(>= 0) 4:6

Higher(>=3) Lower(< 0) 7:3

Lower(< 3) Higher(>= 0) 7:3

Lower(< 3) Lower(< 0) 4:6

Ⅳ.구현 결과

3장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사전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다. 

4.1. 데이터베이스 사전 구축

데이터베이스 사전은 3장에서 선별된 34개의 카테고

리를 기준으로 대형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100 ~ 150
개의 후기를 선별하여 약 4천개의 후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후기들은 단어 단위로 나뉘어져 해당 상품에 

대하여 긍정/부정의 성향을 뛰는 단어들로 나누었으며, 
단어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긍정 3단어, 부정 3단어를 

선별하여 높은 가중치를 두었다. 자주 언급되는 214단
어와 기본 1744단어를 선별하였다.

4.2. 선호도 수치화 알고리즘 검증

선호도 수치화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하여 동일한 상

품에 대한 상품 후기 3 가지를 선정 하였다. 각 후기에 

대한 인간의 판단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이후 각각의 후기들을 개발한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

하여 후기를 등록하였으며 분석된 선호도 수치는 10점, 
42점, 50점으로 인간의 판단과 유사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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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품 후기 및 선호도 수치화 결과

Fig. 7 Example of Review and Result of calculate Pre- 
ference

4.3. 모바일 앱 구현

모바일 앱은 니즈분석 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쇼핑

몰로서 2가지 페이지(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페이지, 사
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페이지)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8. 모바일 앱 구성화면

Fig. 8 Frame of Mobile App

사용자 지정 분석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용자

가 지정한 두 가지 상품의 추천수를 통하여 개인 및 특

정 그룹의 선호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후기 작성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현하여 상품

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고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후
기는 사용자가 별점을 평가하는 부분과 이미지 및 상품

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2페이지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9. 후기작성 페이지

Fig. 9 Review Page

4.4. 니즈분석 결과 반영

① 행동분석 모듈

행동분석 모듈[7]을 위해 제안한 시스템은 고객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정의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차별화하

여 앱을 종료할 때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니즈분석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경우 사

용자의 로그 데이터는 저장된다. 따라서 저장된 로그 

데이터는 앱이 종료될 때 니즈분석 결과에 반영되게 

된다.

그림 10. 카테고리 선택 후 데이터베이스 

Fig. 10 Database after Selecting Category

그림 10을 보면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카테고리를 

추출하여 개인 선호도 테이블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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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카테고리 선택 후 니즈분석 결과화면

Fig. 11 Result of Needs Analysis after Selecting Category

그림 11은 니즈분석 결과가 반영된 화면으로 사용자

가 “신발-여성화” 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

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후기를 남기는 일련의 행동이 없

더라도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였을 때의 로그데

이터를 분석하여 니즈분석에 활용 하도록 하였다.

②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모듈 결과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에서 지정된 두 가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 하였을 때 저장된 데이터는 그림 

12의 최상단 테이블(ProductChoice)과 같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 선호도 테이블에 반영 하였다.

그림 12. 상품 지정 후 반영된 선호 상품정보 

Fig. 12 Database after Selecting Category

③ 후기 분석 모듈

등록된 후기는 선호도 수치화 알고리즘에 의하여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별점과 후기 내용에 따라 수치화 

하여 후기분석 결과 테이블에 저장되게 된다.
수치화된 결과는 20점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선호도 

유무를 판단하여 20점 이하는 관심있는 카테고리 내에

서도 해당 제품은 제외시키도록 하였으며, 20점 이상부

터는 선호도에 따라 정렬되도록 하였다.

그림 13. 저장된 후기 및 수치화된 결과

Fig. 13 Numerical result of a Review

그림 14는 행동 분석 및 성향 분석의 결과에 후기 분

석 결과를 결합한 니즈 분석 결과로서 그림 13의 후기 

분석 결과(선호도 수치 20 이하)에 따라 상품 번호에 해

당하는 “남자 야상” 제품이 니즈분석 결과 화면에서 제

외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고객이 선호하는 카테고리는 

니즈 분석 결과에 반영하고, 비선호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제외하여 고객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림 14. 니즈분석 결과화면

Fig. 14 Screen of Needs Analysi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적용 가능한 니즈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구매 내역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쇼핑몰 사용자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안된 니즈분석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두 가지 상

품을 지정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

석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개인 및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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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도까지 획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등록할 때 별점 평가 기능을 적용하여 후기

분석의 신뢰도를 향상 시켰다. 따라서 제안된 니즈 분석 

시스템은 사용자 지정 시스템으로 획득한 성향 분석, 후
기 분석 및 행동 분석의 결과를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니즈분석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후기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전을 

구축할 때 단순히 카테고리에 별로 사용되는 단어의 성향

을 분석하여 활용 하였으나 향후 상품의 속성까지 고려하

여 단어들을 분류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니

즈분석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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