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rough text mining, sentiment analysis, and semiotics analysis,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user

emotional words and related words to derive strategic elements of brand and design.

After selecting a local car manufacturer whose user opinion on the brand is a clear topic, web-crawl the car

comments of the manufacturer directly created by the users online.

Then, analyze the extracted morphology and its associated words and convert them to fit the marketing mix theory.

Through this process, propose a methodology that allows consumers to supplement and improve brand elements

with negative sensibilities, and to inherit elements with positive sensibilities and manage brands reasonably.

In particular, the Map presented in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fully utilized as information for overall br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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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빅데이터(Big data)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고, 전 산업 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 MS, 아마존, 페이스북,

삼성등의기업에서는빅데이터를통한서비스를시행

중이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공통점은 부정할 수없는사실이다.

이러한이유로국내 IT 대표기업들을 중심으로빅데

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 중에 있다.

IBM의롭토마스AI총괄사장은중앙일보와의인터뷰

에서 “AI가 일자리를대체하는 게아니라 AI를 사용

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 합니다”

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단지 사람으로 해석되는 것

외에 산업으로도 설명 될 수있다. 디자인 산업을 포

함한 제조업 또한 이 흐름에 맞춰 빅데이터를 통한

디자인활용을 강구해야 하는시점이 도래하였다. 하

지만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감성적인

요소를 정량적 수치로 바꾸어야 한다는 어려움으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를 통한 활용이 부족

한 실정이다.

빅데이터의분석모델로활용되기 위해서는디자인

정보를 산술적 정보로 벡터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으

로필요하다. 산술적 수치로변환하기위하여그동안

AHP기법을 통한 디자인평가, Conjoint분석, 그리고

합리적 행위이론(TRA) 등을 통한 선행연구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브랜드를위한마케팅업계와디자인

산업에서의 정량적 방법론은 현업에서는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학제적인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미디어분석 방법에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스마트(smart)기기의 발달

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서 생산되는데

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브랜드와

디자인을평가하기에는 SNS를 통한 분석 방법이 가

장 정확하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빅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오피

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이라고 하며, 그 중에

서 텍스트에 표현된 개체와 그속성에 대한 의견, 감

성, 평가, 태도를분석하는 것을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문화적 감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댓글 정보에서 긍․부정의 분류와 연관어

와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브랜드와 디자인의 전략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빅데이터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감성분석으로 도출된 사용자

감성 단어를 통해, 의미작용(semiosis)을 변환하는

방법론 제안이다. 그리고 새로운 혹은 고유한 방법

론을구성하기위해학제적 경계를 허물고초학제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초학제적 연구 방법

중, ‘반응적 방법론(responsive methodologics)’에

근거하여 주제에 맞는 새로운 혹은 고유한 방법론

의 융합으로 방법론을 구체화 한다. 기존의 학제적

으로 다루어져 왔던 빅데이터의 감성분석 및 단어

의 형태소 도출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의 인지 영

역에 각인시키는 브랜드, 디자인 소통의 전략을 구

사하는 방안이다.

결국, 과거 현업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이 연구에서 제시

할 맵은 주요 사이트의 댓글 평가를 통해 고객의 생

각을 도출하여 제품 반영에 기여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감성분석의 개념과 종류

감성분석의 목표는 쉽게 말해, 텍스트에 표현된

감성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감성을 찾아 분류하는 것

이다. 감성분석 기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기반 기법(lexicon based approach)과 기계학습

(machine-learning approach)이 그것인데, 기계학습

기법이 일반적이다(Rao and Ravichandran, 2009).

그동안 연구는 기계학습 기법의 단계 중 자질 선택

(feature selection) 단계에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TF(Term Frequency),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PMI(Point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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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연구자 연도

국내
연구

logistic regression 임미영, 강신재 2017년

SVM 이동엽, 조재춘, 임희석 2017년

해외
연구

Lexicon, SVM Maria Giatsoglou
et al 2017년

Logistic regression,
SVM

Eissa M. Alshari
et al 2017년

Maximum Entropy,
NB Tripathy et al. 2016년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Dmitriy Bespalov
et al. 2012년

Denoising auto
encodes, SVM

Xavier Glorot
et al 2011년

SLNA, LSI,
logistic regression

Dmitriy Bespalov
et al. 2011년

<표 1> 워드 임베딩을 적용한 감성분석 연구

Mutual Information), n-gram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분류단계에서 필요한 분류기

(classifier)로 SVM, Naive Bayes, ANN을 이용하

여 모형의 성능을 비교한 연구(Moraes et al., 2013)

가 있었다(명은진, 2018). 최근에는 워드임베딩 방

법론인 Word2vec을 이용해 기계학습 기법의 자질

선택 단계에 적용, 분류를 수행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Giatsoglou et al., 2017).

2.2 감성분석의 선행연구

2.2.1 구매후기를 이용한 감성분석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에게 온라인

리뷰(Online Review)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리

고 구매예정자는 해당 리뷰를 보고 상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하는 현상이 보편화 되었다. 그래서 사이

트 관리자는 효과적으로 온라인 리뷰 정보를 제시

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는데, 사용자가 만족도

에 관한 점수를 별점 형식으로 매긴 후, 코멘트를

남겨 구매예정자들에게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시스

템이 그것이다. 구매후기를 이용한 감성분석은 별

점의 점수 데이터와 코멘트의 텍스트에 대한 감성

분류를 자동화하는 연구이다(명은진, 2018).

감성분석은 감성의 결과 값을 찾는 3개의 단위가

있다. 바로 문서단위/문장단위/속성단위가 그것인

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문서단위 분석은 한 문서에

서 하나의 감성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가정하여 수행

하는 분석으로, 분석의 최종 감성 값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단위와 속성단위 분석은 특정한 개체의

속성과 각각의 문장들이 하나의 감성을 표현한다고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2.2 워드임베딩(Word Embedding)을 적용한

감성분석
국내에 워드임베딩을 적용한 감성분석 연구는

(이동엽 외, 2017)에서 워드임베딩을 이용해 아마

존 패션 상품 리뷰로 감성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아

마존 리뷰데이터로 워드임베딩 공간을 만든 뒤,

패션 리뷰 데이터에 각각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리뷰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SVM 분류기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명은진, 2018). 감성

분석 실험결과 SVM 분류기를 학습하고 데이터가

10만 정도가 되었을 때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해외에도 감성분석에 워드임베딩 기법을 적용시

킨(Bespalov et al., 2011) 연구가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문서 단위의 감성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연

구자는 기존의 BOW(Bag Of Word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n-gram을 이용한 자질 선택 방법에

서 n의 값이 3 이상이 될 경우 일어나는 계산복잡

도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다차원 임베딩(multi-level embedding)

감성분석 모형을 제시 하였는데.분류기로 로지스틱

회귀로 실험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명은

진, 2018).

Tang et al.(2014)에서는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단락 벡터 Doc2Vec(Paragraph Vector document

to vector approach)을 제시하여 벡터를 표시하였

고, Tripathy et al.(2016)은 워드임베딩을 적용한

다음, n-gram과 기계학습 분류기인 Naïve Bayes

Maximum Entropy와 SVM으로 비교 연구를 하

였다(명은진, 2018). 결과는 유니그램(unigram)과

SVM을 함께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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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브제의 신화분석과 소비가치모델

디자인 분야는 전통적인 중심 즉, 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알아내는

컨셉(concept)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와의 소통하는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각문화 비평가 워커(John A. Walker)는 그가 발표

한 ‘비주얼 컬처’, 에서 시각기호와 시각문화의 학

제적 관점을 강조하였다(백승국 등, 2015). 또한

1989년 출간된 ‘디자인의 역사’에서 디자인은 일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물, 데이터, 이야기의 흐름

이란 점에서 담론의 학제적 개념이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백승국 등, 2015). 이탈리아 디자인 경영 전

문가인 로베르토 베르간티는 “디자이너는 제품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 부여할지

결정하는 가치 해석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oberto Verganti, 2010).

담론 디자인의 핵심 메시지는 디자인 영역에 의

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학제적 관점의 접근을 이야

기하는 것이다(백승국 등, 2015). 이러한 흐름 속

에서 유럽 기호학에 새로운 기호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프랑스의 기호학자 알지라스 쥘리엔 그레

마스(Algirdas Julien Greimas)는 그의 논문 ‘형

상기호학과 조형기호학’에서 오브제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들의 기호학적 구조와 같다고 규

정하여 밝힌 바 있다(백승국 등, 2015).

오브제는 하나의 기호로써, ‘기표(Signifiant)’의

속성을 담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형태로서 원료,

기술, 디자인, 색채, 브랜드 네임 등으로 구성되는

기표이다. 다른 한편으론 제품은 하나의 기호이면

서 동시에 ‘기의(Signifie)’를 갖는다.

기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백승국 등, 2015). 첫째, 프랑스의 평론가이자 에콜

프라티크 교수였던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가 제안한 오브제의 표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명시적 의미(denotation meaning)이다. 이는 오브

제의 실질적인 의미이며 소비자들의 니즈에 반응하

는 요소들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디자인의 시각 기

호를 포착하면서 생성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둘째,

함축적 의미이다. 오브제의 심층구조에 숨겨진 의미

인데 이는 암묵적으로 그리고 모호하게 비 물리적이

고 이미지즘적(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며 소

비자들의 심리적 니즈에 해당하는 의미들을 제시한

다(백승국 등, 2015).

바르트의 발표 논문 ‘이미지 수사학’에서 이탈리

아 판자니 기업의 지면 광고 분석을 통해 이미지

의 명시적 의미와 함축 의미에 대한 변별적 논리

를 소개하였는데, 이미지에서 세분화할 수 있는

기표들인 브랜드 네이밍 판자니(Panzani)와 토마

토와 양파를 표현하는 흰색, 빨강, 초록색 등이 기

의인 이탈리아라는 명시적 의미를 생성한다는 것

이다(백승국 등, 2015). 또한, 바르트는 바캉스, 태

양, 바다 등의 연상적 의미를 조합하여 이탈리아

를 보여주는 함축적 의미가 생성된다고 말하고 있

다.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성 된 의미가 바

로 이때 생성된 함축적 의미인 것이다.

위와 같은 바르트의 함축 의미는 인지과학의 의

미망(réseau semantique)과 유사한 개념이다. 명

시적 의미 차원에서 생성된 기의는 함축의미 차원

에서 새로운 기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문

화적 맥락 속에서 인지되고 저장된 명시적 의미의

기의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

이다(백승국 등, 2015). 함축의미는 사람들의 의미

망에 저장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의미망은

다양한 의미들이 저장하고 있는 의미 저장소로 생

각하면 된다.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

화적 맥락 속에서 생성된 의미들이 저장되어 있는

아카이브(archive) 즉, 모아 둔 파일로 볼 수 있다.

도상성은 언어 등의 기호와 그 의미 사이의 관계

를 말하는데, 이 도상성과 소비자들이 포착하는 함

축 의미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백승국 등, 2015).

그 이유는 소비자의 인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

감각적 요소들에 의해 의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공감각은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기의를 낳

고, 제품 대상이 갖는 일차적 기의는 소비자의 니즈

(needs)에 연결되며 이때 발생하는 기능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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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기호와 시각문화의 학제적 관점
강조, 담론의 학제적 개념 필요. 1989년

Roberto
Verganti

디자이너는 “가치 해석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010년

Algirdas
Julien
Greimas

오브제의속성은기호학적구조와같음,
오브제는하나의기호이자기표(Sig-
nifiant)의 속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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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표 2> 디자인과 오브제함축된 기능적 기호가 될 수 있다. 2차적 기의는 소

비자의 정서적, 심리적, 비 기술적 함축관계로써 정

서적 니즈로 연결되는데 제품의 기능적 기표들은 공

감각적 기표들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감각화 함으

로써사용자들의정서적심리적접근을용이하게하며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백승국 등, 2015).

이렇게 구조화된 의미는 공감각적 기호가 되고,. 공

감각적 기호는 소비자들이 암묵적으로 공감하는 문

화코드와 상징체계들과 결합하면서 상징적 가치를

내재하는 상징기호로 구조화된다(백승국 등, 2015).

프랑스 저명한 기호학자인 장마리 플로슈(Jean-

Marie Floch)가 제안한 소비가치인 실용적 가치,

유희적 가치, 상징적 가치 체계들은 소비자 needs

범주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

된 오브제의 컨셉은 경쟁자와 위치와 차이를 통해

구별됨으로써 차별화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미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백승국 등,

2015). 그의 주장은 디자이너들의 목적은 디자인

의 총체적 가치를 갈음할 수 있는 메타 가치인 미

학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

적으로 말해 소비자의 지각인지 과정에서 미적 감

흥을 생성시키는 오브제의 미학적 가치를 창출하

는 것이다(백승국 등, 2015). 미학적 가치의 창조

는 소비자와 오브제의 상호작용을 만드는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의 메타 가치인 미학적 가

치를 실현하려면 기능적 가치, 유희적 가치, 상징

적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의 핵심

전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미학적 가치를 평

가하고 수용하는 소비자들의 기능적이고 정서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도상, 조형, 상징 차원의 의미를

창조하는 접근이다(백승국 등, 2015).

[그림 1]은 ‘오브제의 신화분석과 소비가치 모델’

은 바르트의 신화분석 모델과 프랑스 기호학자 플류

슈의 소비가치를 유형화한 기호사각형 모델을 융합

한 모델인데, 신화는 담론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이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명시적 의미보다는

내재된 함축의미를 해석하는 구조적 사고의 중요성

을 바르트는 어필하였다(백승국 등, 2015). 간단히

말해, 신화를기호로규정하고기호가생성하는함축

의미(connotation meaning)를 구조적으로 해석하

는 방법론적 툴을 제안한 것이다(백승국 등, 2015).

[그림 1] 오브제의 신화분석과 소비가치모델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오브제의 신화

분석과 소비가치 모델과 1960년 대 제롬 메카시(E.

Jerome McCarthy) 교수가 제안한 개념인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전략 혹은 마케팅의 4P(Pro-

duct, Price, Promotion, Place)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론 [그림 2]를 융합하여 새로운 방법론 맵(Map)

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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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weblksnim.com).

[그림 2] 마케팅의 4P 전략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그림 3]은 실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맵(Map)

으로써,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감성분석 그

리고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할 브랜드 요

소”와 “계승해야 할 브랜드 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3] 맵(Map)제안 모델

3.2 선정브랜드의 사용자 댓글 웹크롤링

디자인을 주제로써 사용자의 감성이 대중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은 스마트폰, 자동차이다. 두 가지

주제모두브랜드혹은제품을평가하는댓글이풍부

하였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연구에 적합

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신제품 평가에 대

한 요소가디자인외에도 요금제, 어플리케이션관련

내용, 제조사의 이슈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화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능과 디자

인의 양극적인 댓글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긍

정, 부정에대한묘사로 데이터화에적합하다고판단

되었다.

본 연구에 적합한 주제로는 2000년 이후 모든 현

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차량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주제에 대한 사용자 댓글 수집을 위하여, 댓글 텍스

트와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웹 사이트를 선정하

였다.

실험데이터로는 Browser- and Server-side Java

script. SED(Stream Editor)․JQ(JSON Proce-

ssor) 등의 명령어를 이용한 Shell script. Postg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크롤링 하였다.

DAUM 자동차와 SK엔카 등 국/내외 자동차 리

뷰 사이트 중 2000년 이후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제

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댓글의 유형은 1점부터 5점

까지의 별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댓글의 내용을

검토하여 1～3점까지는 부정 데이터취급하고, 4～5

점까지는 긍정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3.3 형태소 분석

우리말(한글)의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위하여 파이썬(Python)의 코

엔엘파이(KoNLPY)를 이용하여 오탈자와 띄어쓰

기 등 의미 있는 형태소별로 나누어 준다. 그리고연

관 관계가 명백히 보이는 단어들은 2-gram 형태로

묶어주어 의미상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그림 4]는

실제 코엔엘파이(KoNLPY)에서 유의미한 형태소

를 구현한 코딩(cod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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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딩(coding) 구현 화면

그리고 이러한 전처리 결과들의 토큰들을 파이썬

(Python)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이미지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3.4 형태소와 평점 간의 연관 관계

형태소 분석 데이터들을 가지고 토큰이 등장하

는 댓글 별 평점 평균을 구하여 형태소와 평점 간

의 연관 관계를 찾아보았다. 이때, 각 점의 크기는

토큰이 언급된 댓글 수와 비례하게 설정하였다.

평점에큰영향을미치는토큰들은주로낮은평균

과 높은 평균에 극단적으로 분포하고, 낮은 표준 편

차를 보였다.

[그림 6] 그래프

3.5 형태소의 의미작용 변환(마케팅 믹스 변환)

총 토큰 언급 회수 26,367개와 고유한 토큰 3,163

개 중긍정요소와 부정요소로나누었다. 그리고형

태소의 의미작용을 마케팅믹스 즉, 마케팅 4P(Pro-

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에 맞추어 다

음과 같은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Product는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Price는 가격과 관

련된 내용을, Place는 포지셔닝/사용자와 관련된 내

용을, Promotion은 광고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수

치적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그림 7] Product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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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합계

5171 819 1107 41 7138

<표 3> 긍정 요소

부정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합계

1694 473 157 10 2334

<표 4> 부정 요소

각사용자감성토큰을앞서언급한오브제의신화

분석과 소비가치모델을 이용한 마케팅 4P 변환맵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마케팅믹스 변환 맵(Map)

제안하고자 하는 마케팅믹스 변환 맵을 기준으

로 <표 3>과 같이 긍정 요소에는 총 토큰 7138개

중에 Product 5171개, Price 819개, Place 1107개,

Promotion 41개로 나누고 백분위로 브랜드 평가

맵에 적용하여 알기 쉽게 포지셔닝 맵(Map)으로

구현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브랜드 평가

맵은 기존의 상충된 척도를 표현하는 인지적 포지셔

닝 맵(Perceptual positioning map) 대신에, 하버

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의 니

라즈 다와르(Niraj Dawar)가 고안한 중심성–차별

성 맵(centrality-distinctiveness map, C-D map)

에서 착안하여 마케팅 4P를 네 가지 축으로 배치하

였다. 긍정 요소를 표현한 평가 맵(Map)은 [그림 9]

와 같다.

[그림 9] 사용자 브랜드 평가(긍정)

<표 4>와 같이 부정 요소에는 총 토큰 2334개

중에 Product 1694개, Price 473개, Place 157개,

Promotion 10개로 나뉘었으며, 부정 요소에 따른

브랜드 평가 맵(Map)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사용자 브랜드 평가(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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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해석

긍정 요소에는 Product(5171개) > Place(1107개)

> Price(819개) > Promotion(41개)순으로, 사용자

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정 요소에는 Product(1694개) > Price

(473개) > Place(157개) > Promotion(10개)순으로,

브랜드 평가의 긍/부정 모두 제품의 기능과 디자

인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긍정 요소에는 Price(1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반면, 부정 평가에서는 20%로 두 번째

로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 현대 자동차

브랜드의 가격에 측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 제품의

불만족인 사람들의 가장 큰 요인은(Product 제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긍․부정 둘 다

Promotion 자체의 언급 량이 미비했다. 평가맵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현대자동차의 광고/홍보 메

시지에 따른 소비자 인지효과는 낮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초

학제적인 융합적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브랜드의 사용자 감성이 표현되는 댓글을 크롤링하

여, 감성분석과 형태소 변환을 진행한 빅데이터 연

구 방법론을 진행하였고, 마케팅 기호학의 시메오시

스를 이용한 마케팅 4P 변환을 도출하였다. 브랜드

관리 관점에서 본 연구 맵을 활용한다면,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 광고대행사에게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인 컨셉 구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담당 부서에서도 보완해야 할

항목과 계승하여 브랜드의 강점을 전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분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소비자 감성 반응을

브랜드 리뷰 데이터를 4P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빅데이터를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브

랜드 평가 맵(Map)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사항을 알 수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소비자 댓글 형태소의 변환과정에서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Product항목은 마케팅 믹스 기

준에 따라 기능적 사용자 언급 ‘Core’로 나누고 디

자인에 대한 사용자 평가는 ‘Supplementary’로서

세부적 범주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 Meyer et al.(2008)의 논문에 따르면,

온라인 리뷰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

료 자체가 충분히 편향 될 수 있고, 소비자가 제품

에 대한 평가를 별점으로 평가할 때, 기준이 상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버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작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로그데

이터 혹은 정확한 수치로 제시되는 제품의 판매량

등의 지표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자 한다.

향후 이 같은 부분들을 보완하여 빅 데이터를 통

한 브랜드 평가 및 전략자료로 활용된다면, 학제적

으로 연구되고 있는 정량데이터를 범용적인 산업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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