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ternet of Things market, a technology that connects the Internet to various things, is growing day by day.
Besides, various smart home services using IoT and AI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launched in homes. Related
to this, existing smart home-related studies focus primarily on ICT technology, not on what servic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in customer positions. In this study, we will use smart home application customer review data to classify
functional and design elements of smart home usability value and examine the ways customers think of service
improvement. For this, LG Electronics and Samsung Electronics" Smart Home application, the main provider of Smart
Home in Korea, customer reviews were crawle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m. In this study, the
review of IoT home-applications was analyzed to find service improvement insights from customer perspective, and
related analysis of text m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and Doc2vec was used to efficiently analyze data equivalent
to about 16,000 user reviews. Through this research, we hope that related companies effectively seek ways to improve
smart home services that reflect customer needs and are expected to help them establish competitive strategies by
identifying weaknesses and strengths among compet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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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 이동통신망 5G시대의 도래로 ‘초연결’이

라는 특징이 부각되는 가운데 IoT, 인공지능, 자율

주행, 브이알/에이알(VR/AR) 등의 서비스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22년까지 스마트 홈 구축

과 관련 일자리창출, 2022년 이후 스마트시티 시범

실증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NICE평가정보㈜,

2019) 정부의 정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양한서비스가운데스마트 홈시장에서는 주거

공간에서의 IoT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파이를 차지

하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을 선

보이고 있다. 애플의 Home, 구글의 구글홈, LG의

ThinQ, 삼성의 SmartThings, 카카오의 카카오 홈,

샤오미의 미(Mi)홈 등이 그 예이다. 이렇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는 수많은 스마트 홈 관련 IoT

어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용자는

출시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는 않는 게

현실이다. 수많은 기능 중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생

활 습관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된

다. 이로 인해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점유

율 차지하고 사용자의 생활습관과 니즈를 만족시키

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경쟁이 심

화될수록 스마트 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경

쟁우위 차지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홈

시장의 경우 2017년 약 15조 원이었지만 2025년

에는 약 31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연평균 9.5%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 일반 소비자, 스마트 홈

산업 종사자, 스마트 홈 관련 기업체 3개의 대상으

로 분류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일반 소

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 홈에 대한 인지도는 약

75.2%로 높은 편이었지만 스마트 홈 제품 및 서

비스 이용률은 약 68%로 인지도에 비해 활성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AI 스피커,

IoT 기기 등의 제품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

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치

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라고 하였다. 또한 스마트 홈 제품/서비스의 만족

도는 5점 만점에 약 3.7점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품질수준이 초기 도

입 비용이나 이용료에 비해 소비자의 눈높이 수준

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정종길,

2019).

주거공간에서 IoT 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매개체

에는 AI 스피커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표적

으로 꼽을 수 있다. AI 스피커는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사

용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희준 외, 2019).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렇게 개인

화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 홈

환경을 외부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집 외의 장소에도 집 내부 상황을 확

인하고 조절할 수 있길 바라는 사용자들에게는 충

분한 만족을 줄 수 없다.

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스마트 홈에 연결된 가전기기들을 컨

트롤 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가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IoT 기기를 연결하여 외부에서도 집 내

부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기업은 고객

의 사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수집된 데

이터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

업은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피

드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리뷰의 연구를 통하여 과업 진행속도를 방해

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강재

윤, 2019), 이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김경남, 2012;

나가은 외, 2018)에서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전략을 제시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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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방법 연구 내용

김성우 외(2017) 심층 인터뷰
기존 스마트 홈 정보 알림의 개선을 위한

사용성 가치의 구분 연구

이성훈 외(2015) 설문지 조사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홈의 특성가치에 대한
만족도 연구

남연지 외(2019) SNS, 사이트의 FQA 가이드 검색 도구 활용,
로직트리

사용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홈에 나타날 수 있는
에러유형 분석 연구

황혜정 외(2016)
파이썬, 리뷰크롤링, 감성분석, LDA,

정량적 분석
아마존 에코(스마트 홈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 리뷰를 이용한 개선점 제시

윤승정 외(2017) R분석도구, 웹크롤링, 워드클라우드 사용자가치 기준을 이용한 스마트 홈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가치 평가 연구

이만 외(2019) 델파이 기법, 3차 조사, 설문조사, 문헌고찰,
인터뷰, 정량적 분석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

<표 1> 스마트 홈 사용자 니즈 관련 선행연구

홍은지(2017)의 스마트 홈 대화형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대인 상호작용 맥락에 근거한 자연

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Natural User Interface :

NUI)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심미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기술 중심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전략이 도출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이와 달리 심미적 요

소를 고려한 스마트 홈 연구(원종욱, 2016)에서는

스마트 홈 UX 모두 사용자의 IoT 이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 정교하게 UX 디자

인이 적용될수록 사용자의 스마트 홈 IoT 이용의

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적 요소가 고려되어야하

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급격한 스마트 홈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

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주로 기

술 중심에서 서비스개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여,

고객의 입장에서의 유용한 인사이트를 찾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완하여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를 통해 기술 중심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고객리뷰약 16,000건을효율적으로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 Doc2Vec

연관어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하여

스마트 홈 시장의 공통적인 고객의 니즈를 세부적

으로 파악하고, 각 기업의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강점과 약점 분석을 통해 사용자 확보와

사용자 만족감 강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거쳐 최

종적으로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인사

이트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스마트 홈 사용자 니즈

스마트 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

련된 사용자 니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양상을 보

이며 나타나고 있다. 관련 연구를 보면, 김성우 외

(2017) 연구에서는 다중가구 사용자 니즈에 맞는

스마트 홈의 정보 알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

어지지 않은 기존의 스마트 홈 정보 알림의 개선을

위하여 10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하여 총 4가

지 사용성 가치로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이는 각유용성, 이해용이성, 적절성, 효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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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4가지 사용성 가치를 중심으로 그 개선점

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성훈 외(2015)의 연구에서

는 에코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홈의 특성 가치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

마트 홈에 거주하는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홈의 특성가치가 스마트 홈의 사용용

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

며, 소비자 주거환경이 고려된 스마트 홈 기기 및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설문지, 인터뷰 조사를 이

용하여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운 주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계점 때문에, 최근 들어 스마트 홈에

대한 온라인 리뷰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남연

지(2019)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러유형을 SNS와 FAQ 가이드에서의 사용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 컨텍스트 및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이

트의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가전제품의 에러사항들을 다이어그램으로

가시화한 후 로직트리로 정리하여 그 차이점을 고

찰하고자 한 연구이다. 황혜정(2016)의 연구에서

는 감성분석과 LDA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리뷰

를 분석, 개선할 점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

다. 또한 윤승정 외(2017)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서 제시하였던 사용자 가치 13개의 기준을 이용하

여 후기를 분석하여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사

용자 가치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스

마트 홈에 대한 사용성 가치 평가를 시행한 연구

인 이만 외(2019)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 어플리

케이션 디자인의 사용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추

후 연구에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가치별로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었지만 동등한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 후기를 확보하는데 한계

가 있었고(윤승정 외, 2017; 남연지, 2019), 사용자

가치영역에서 엘디에이(LDA) 기법을 사용하여 기

존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탐색할 수 있었으나

과학적 엄밀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황

혜정, 2016). 이 외에도 다수의 스마트 홈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석 결

과가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신속성이나, 확장

성, 자동화 등과 같은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

춰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는 경향을 띄는 다소 아

쉬운 결과를 보였다.

황혜정(2016)의 연구에서는 화면 디자인적 요소

에서 용이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자 니즈와 관

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이어지지 못하

였다. 또한 화면디자인 관련 사용자 니즈 연구로

SNS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UX디자인에 대한

연구(윤동환, 2019)가 있었으나 이는 스마트 홈 관

련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었으며, 직접 조사하는 방

식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홈 서비스를 벗어나

다른 영역에서의 사용자 니즈 관련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에 대한 디자인 구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자 니즈 분석에 대한 연구의 대체적인 흐름은 온

라인 리뷰를 분석하여 개선할 점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으며, 기능적인 요소와 디자인적인 요소를 균

형 있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의 어플

리케이션에 대한 리뷰를 분석하여 비즈니스적 인

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하며,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

에서는 간과된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사용자 니즈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표 2>의 이만 외

(2019)의 연구결과를 기능적요소와 디자인적요소

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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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내용

유효성

조작유효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관련 설계를 통해 지정된 작업을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다.

정보 피드백 적합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인터렉션 안정 시스템 운행이 원활하고 안정성이 높다.

효율성

시스템 효율 즉시적인 반응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자원 효율 트래픽 및 전력 소비량 절감/사용 메모리 공간 감소/시작 시간 단축/로그인 성공률이 높다.

수행 효율 인터페이스는 지정된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다.

용이성

정보 주목성 중요한 정보가 시각적으로 주목성, 가독성 있게 디자인 되었다.

융통성 초보 또는 고급 사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 인터페이스가 융통성이 있다.

정보이해성 정보와 어휘들을 이해하기 쉽다.

조작용이 디자인이 기능을 빠르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만족성

가치 달성 제공된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치를 만족시키는 만족감을 가져온다.

기능 만족감 디자인한 기능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

인터페이스 미학 미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다.

오류
허용성　

오류 보호 도움말이나 사용설명서 예시가 제공된다.

오류 보조 오류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제공된다.

회복 가능 실행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안전성

안전 모니터링 경고 기능이 제공된다(예 : 물, 전기, 가스 등 누출감시 또는 불법침입 통보 등).

시스템 보안 방문 시 신원 식별이 제공된다(지문, 영상 등).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와 데이터의 보호, 유출, 변조, 유실, 파쇄 등을 제공한다.

예비 및 회복 데이터 및 시스템 복구가 가능한 백업 및 복구서비스를 제공된다.

지능화

지능 건강관리 개인또는가족구성원의건강관리기능(수면품질, 혈압, 혈당, 의료상담등)을제공하기도한다.

인공지능 보조 사용자데이터에대한깊이있는학습, 분석능력을구비하고있으며, 사용자에게자주적사고에
기반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능라이프
서비스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맞춤 생활 장면을 제작할 수 있다.
내부온도, 습도, 광도를 자동조정하기 등을 사용자 환경에 맞게 맞춤화

지능 인터렉셕 지능화된인터랙션방식제공한다(예 : 음성인식, 의미이해, 동작인식, 심지어는뇌파인식등).

연동성

상호 호환성 다른 브랜드와 다른 플랫폼 간의 호환이 가능하다.
(예 : Windows, Android, IOS 다양한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 등)

상호 운용성 다른 제어 지점과의 정보 상호 작용 및 운용 동기화.

데이터 연동 개별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및 분석을 일체화 된 채집을 분석하기도 한다.

<표 2> 디자인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지표(adopted 이만 외, 2019)

2.2 온라인 리뷰의 활용과 사회연결망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스마트 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구글플레이, iOS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리뷰를 활용하는 추세가 이어

지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김진화 외,

2011). 특히 초기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

용자들과 공유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경험이 확산돼

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사용자 리뷰의

중요성을 더 공고히 한다(Baier and Stüber, 2010;

Chevalier and Mayzlin, 2006). 이국용(2017)의 연

구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228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해본 결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리뷰의 유용성이 상당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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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뷰는 대표적인 텍스트로 이루어진 비정

형 데이터로 특히 온라인 특성상 사용자의 경험이

빠르게 생성되고 확산되어진다. 어플리케이션의 리

뷰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의해 빠르게 업데이

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텍스트 정

보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텍스트 마이닝

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근래의 텍스트 마이닝 관

련 연구들을 분석한 김성근 외(2016)의 연구에서는

최근 2011년 이후 일부 학회의 논문에서 텍스트 마

이닝을 이용한 학술연구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

으며, 키워드 및 토픽분석을 통해 오피니언 마이닝,

감성분석, 토픽모델링 등이 텍스트 마이닝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오피니언 마이닝을 적용하여 사용자들의 감성

을 분석해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가치

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진

행하고자 한다. 사회연결망분석이란 연결망 데이터

를 활용하여 사회 연결망이나 구조 등을 사회과학

적으로 분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특정 네트워크의

구조나 개인(노드)간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곽기영,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키워드 간 연결성을 중심으로 스마트 홈의

사용성 가치를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

결성의 위치가 비슷한 키워드 간 분류(구조적 등

가)를(John Scott, 2012) 가능하게 하였다.

분석 기법 범주

분류 키워드 빈도수

온톨로지
온톨로지 26
클러스터링 20
시멘틱 17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36
감성분석 8
감성사전 7

토픽 모델링
모델링 16
토픽모델링 8

<표 3> 2011년 이후 일부 학회 논문의 텍스트 마이닝
관련 연구 트렌드(adopted 김성근 외, 2016)

현재 사회연결망 분석은 인문, 경제, 경영,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연

구를 살펴보면, 강보영(2012)의 연구에서는 기후변

화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 주제어를 인문/사회과학

과 자연/공학으로 나누어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키워드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시

행해 그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위민영(2018)의 연

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과 CONCOR(구조적 등

위)분석을 이용하여 VR게임 사용자의 관심요소를

군집화 하여 개선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국방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김용빈, 2011)와 HPV백신 접종 연구 동향을 분석

한 연구(손예동, 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스

마트 홈 사용자 니즈 관련 사회연결망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

망분석을 이용하여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자 중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노드들을 스마트 홈의 사

용성 가치 별로 클러스터링하기 위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의 CONCOR분석을 시행하였다. CONCOR분

석이란 노드 간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등

등한 위치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을 그룹으로 묶어가

는 작업이다(Jonh Scott, 2012; 위민영, 2018).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3 텍스트 마이닝 방법

2.3.1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

rality) 분석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망 속

에 존재하는 각 노드들이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

에 존재하는 가인데(강보영, 2012), 그 정도를 나

타내는 분석 지표 중 하나가 중심성이다. 중심성

분석이란 특정 네트워크의 구조나 개인(노드)간의

상호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특정한 노드가

많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을 갖게 될 경우 그 노드

는 점차 네트워크의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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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분야 연구 내용

강보영(2012) 자연 기후변화관련연구동향분석연구, 인문/사회과학분야와자연/공학분야분류를바탕으로

위민영(2018) 경영 VR게임 사용자 관심요소 군집화 후 개선 방안 제시

김용빈(2011) 국방 국방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손예동(2017) 의학 HPV백신 접종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

<표 4>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회연결망분석 연구

구분 범위 내용 주안점

연결중심성 local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개념

직접적인 연결 관계
- 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하게 된다.

근접중심성 global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노드들을 연결하는 경로의 길이
- 노드 간 거리가 가깝다면 서로 쉽게 연결됨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매개중심성 global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

노드들 간 최단 경로에 위치하는 지
- 증개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중심성을 측정한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local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드들뿐만
아니라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간접적인
관계까지 포함하여 영향력을 계산하는 개념

연결된 노드의 연결정도
- 위세중심성의 하나

<표 5> 중심성(Centrality)의 종류(adopted 위민영, 2018; John Scott, 2012; 서광채, 2019)

따라서 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연결망에서 직

관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노드가 많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위민영, 2018).

중심성 분석의 종류에는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근접 중심성 분석, 매개 중심성 분석,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결망

에서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는

지(global)가 아닌 각 노드들의 환경에서 얼마나

다수의 노드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local)를 알

아야 하므로 각 노드들 간의 관계의 정도를 나타

내는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과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사용해야 한다(John Scott, 2012).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를 중심성

분석을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수학적 관점에서, 아이겐벡터(고유벡터)란 어떤

벡터에 선형 변환을 취했을 때,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변환되는 벡터를 의미하며, ‘가 실수 공간

에 속할 때(∈ ), 정방행렬의 고유벡터는 영백터

가 아닌 벡터이며, 는 고유값이다’라는 정의를

갖는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이석종, 2004).

  

위에 제시된 수식을 아이겐벡터 중심성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어 보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정의

된다(Reza Zafarani et al., 2014).

    



  



 

여기서 은 고정 상수이며, 는 아래에 제시된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노드들의 중심성 수

치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다시 정의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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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방행렬 는 × 동시출현빈도행렬

(인접행렬)을 의미하며 벡터 는 중심성 값을 나

타내는 × 행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접행렬

을 이용하여 값에 대한 고유벡터를 중심성 지표로

이용하게 된다. 이를 계산하면, 개만큼 고유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들 중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하

는 고유벡터를 구한 후 나온 개 고유벡터 중 또

다시 가장 큰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는 장점을 보인다(Reza Zafarani et al., 2014). 예

를 들어, 페이스북의 친구가 많다고 해서 유명인사

가 아니며 유명인사 친구가 많을수록 유명인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는 단순히 노드의 개수만을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중요한 노드에 연결된 노드일수록 그 중요

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즉, 아이겐벡터의 중심성은

연결정도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위민영 외, 2018; Reza Zafarani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의 노드에

아이겐벡터 중심성 수치를 반영하고자 한다. 노드

의 크기에 중심성의 크기가 비례하여 반영됨으로

써 시각적으로 한눈에 해당 단어의 중요성을 파악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결

망 분석에서 구조적 등위 분석을 시행할 경우 어

느 클러스터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를 효과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3.2 Doc2Vec

Doc2Vec은 단어수준의 학습 모델인 Word2Vec

을 확장한 문장수준의 임베딩(embedding) 기법이

다. 예측기반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피드포워드 신

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하며 학습 데이터에서 어휘를

형성하고 각 단어와 각 문서의 벡터 표현을 학습한

다. 표현한 벡터의 로그우도(log-likelihood)를 높

여가는 과정에서 단어에 대한 의미론적 정보와 문

서에 대한 의미론적 정보를 표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로그우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취하는 우도함수의 값을 크게 만들고 다루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김남훈 외, 2017). 아

래의 수식은 문장 하나에서 단어의 개수가 T라고

가정했을 경우, 해당 문장의 로그확률의 평균을 의

미한다. 따라서 해당 함수의 값이 커질수록 k개의

단어를 입력했을 때 해당 모델이 다음 단어를 더

잘 예측한다는 뜻이 된다(이기창, 2019).

  


  

  

log 
  

 ⋯   


Word2Vec 같은 단어 수준의 학습은 각각의 벡

터의 앞뒤에 존재하는 단어를 고려하여 문맥적 의

미를 함축한다. 하지만 단어의 형태가 동음이의를

띄게 될 경우, 모든 문맥 정보를 해당 단어의 벡터

에 할당하게 되어 그 의미를 분간하기 어렵게 한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문장 수준의 임베딩 기법

을 활용하여 단어에 문맥적 의미파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Doc2Vec이다. 문장 수준의 임베딩 기법에

는 Doc2Vec이외에도 LSA, LDA, ELMo, BERT,

GPT등이 존재한다(이기창, 2019).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간단한 모델인

Doc2Vec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Doc2Vec 학습방법(adopted Le andMikolov, 2014)

Doc2Vec의 단어 학습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the cat sat on the mat”이라는 문장

에서 “on”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맞추는 경우를 설

명한다. 이 모델의 경우 각 단어를 하나씩 대입해봄

으로써답을찾아간다. 예를들면, 입력단어를 3개로

가정한다면, 처음에 “cat”, “sat”, “on”을 입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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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개요

“the”를맞추도록한다. 그후다시 “sat”, “on”, “the”

를 입력하고 “mat”을 맞추도록 하면서 문맥이 비

슷한 단어벡터를 더 가까운 벡터 공간에 위치시키

도록 하는 것이다(이기창, 2019; Le and Mikolov,

2014).

본 연구에서는 Doc2Vec의 연관어 분석을 이용하

여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니즈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연결망의 CONCOR 분

석 결과로 도출된 각 클러스터별 노드들의 긍정적,

부정적 연관어를 분석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사

용성 가치별 사용자 니즈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비

즈니스적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사

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그리고

Doc2vec의 연관어 분석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스

마트 홈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리뷰 데이터

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LG에서 출시한 어플

리케이션인 ‘ThinQ’와 삼성에서 출시한 ‘Smart-

Things’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하였다.

연구 절차에 대한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LG ‘ThinQ’와 삼성 ‘SmartThings’ 리뷰를 합친

데이터 셋을 전처리한 후, 빈도수 분석과 시각화

를 거쳐 스마트 홈 공통 사용자 니즈를 도출하였

다. 그 후, 단어빈도 매트릭스와 동시출현빈도 매

트릭스를 추출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노드들을 사용

성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LG ‘ThinQ’와 삼성 ‘SmartThings’의 각 데이터

셋을 Doc2Vec으로 임베딩 시킨 후 키워드 연관

어 분석을 시행하여 구체적 비즈니스적 인사이트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능 관련

단어와 디자인 관련 단어의 분류를 바탕으로 이루

어져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 고객의 니즈를 효과

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자료수집과 분석대상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Python3을 사용

하여 텍스트 리뷰를 수집할 수 있는 크롤러를 제작

하였다. 제작한 크롤러는 [그림 3]과 같다. 이를 사

용하여 LG ‘ThinQ’와 삼성 ‘SmartThings’에 대한

리뷰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수집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된 후 2020년 2월까지 작성

된 전체 기간의 리뷰를 수집하였으며, LG ‘ThinQ’

에 대한 한글 리뷰 6000여건, 삼성 ‘SmartThings’

에 대한 한글 리뷰 10,000여건을 수집하였다. 텍스

트 마이닝 분석을 위해 텍스트 리뷰가 필요하므로

텍스트 리뷰가 없고 평점만 매겨진 리뷰는 본 연구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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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웹크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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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셋을 3개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첫 번째로는 시장 전체의 관

심사 파악을 위해 LG와 삼성의 전체 어플리케이

션 리뷰 데이터 셋을 준비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각 경쟁사 대비 어플리케이션의 강점과 약점을 찾

기 위하여 LG와 삼성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데이

터 셋을 각각 따로 준비하였다.

3.3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Python3의

KoNLPy를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수

집된 텍스트 리뷰를 정제하였다.

먼저, 리뷰 텍스트에 포함된 특수문자, 이모티콘

등을 제거하고 한글, 영문만 남겨지도록 하였고, 영

어는 모두 소문자로 바꾸어 주었다. 다음으로는, 같

은것을의미하는여러단어를하나로바꾸는정규화

과정을 거쳤는데, 예를 들어, “styler”는 “스타일러”

로 통일하고 “업뎃”, “update”는 “업데이트”로 통일

하였다. 리뷰를 분석할 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세상”, “아예”, “일단”, “등”, “사실”, “나”,

“아주”, “정말”, “역시”, “진짜” 등과 같은 단어는 불

용어처리하여 제거하였다. 또한핵심적인사용자니

즈 파악을 위해 명사만을 추출하였으며 Counter함

수를 이용하여 자주 언급된 상위 300개만을 저장하

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3.4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사회연결망분석은 네트워크 노드에 넣을 명확한

범위의 노드를 제공해야하는 특징이 존재하는데

(박치성 외, 2013), 텍스트에 속해 있는 수많은 어

휘를 어떻게 노드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

느 범위까지 노드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G와 삼성의 리

뷰데이터를 합친 데이터 셋에서 빈도수가 높은 상

위 300 단어를 뽑은 후, 디자인 사용성 가치에 대

한 이해 파악이 되지 않는 단어를 제하여 총 88개

의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네트워크 분석에 사

용할 노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노드를 바탕으로 단어출현빈도를 이용하

여 동등한 키워드 간 관계를 나타내는 비방향 공출

현빈도 매트릭스를 만들었다(John Scott, 2012). 하

지만 빈도수 매트릭스의 경우 모든 키워드에 연결

관계가 나타나 복잡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

트릭스의 평균값을 기준(cut-off value)으로 평균

보다 클 경우 1을, 작을 경우 0을 반환하여(slicing)

새로운 바이너리 매트릭스(binary matrix)를 생성

하였다(정풀잎 외, 2019; John Scott, 2012). 이를

적용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해 각 노드 간 연결성과

중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사용성 가치별로 노드들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키워드들의 군집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6을 이용

하여 중심성 분석과 텍스트 연결망 분석, CONCOR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비슷한 구조적 위치

에 있는 노드들을 군집화하여 스마트홈의 사용성 가

치별로 키워드들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노드에는 아

이겐벡터 중심성을 적용하여 구조적 등위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으며, 중심성의 크기가 클수록 노드의

크기가 커지도록 적용하여 키워드 간 네트워크 분석

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하였다.

3.5 Doc2Vec 연관어 분석

Doc2Vec 단계에서는 CONCOR분석으로 추출

된 각 기능적, 디자인적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중

심성이 높은 키워드만을 뽑았다.

본 연구에서 경쟁사 분석을 위해 Doc2Vec을 이

용한 이유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리뷰

에 부여된 평점을 활용하여 긍정, 부정의 감성을 반

영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는, 네트워크 분석의 특

징상 노드의 개수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분

석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얻

고자 Doc2Vec의 연관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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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텍스트 리뷰 워드클라우드(Wordcloud)

앞서 사용된 전처리 코드를 이용하여 ‘ThinQ’ 어

플리케이션과 ‘SmartThings’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데이터에 각각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리뷰에 존재했던 평점을 이용하여 4 이상은 긍정으

로 3 이하는 부정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리뷰데이터에 Doc2Vec 임베딩을 적용하여 훈련시

켰으며 로지스틱 회귀로 모델을 평가해봤을 때 그

성능이 0.84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Doc2Vec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Win-

dow값은 8, 랜덤시드는 1234로 고정하였으며 10번

이하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시하도록 하였다. 하지

만 예외적으로 디자인 관련 요소의 키워드를 분석

할 경우에는 4번 이하로 등장하는 단어를 무시하

도록 하향조정 하였다. 디자인 관련 키워드들의 경

우 리뷰에 언급된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면 관련 단어가 모두 무시될 가능

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디자인 관련 키워드에서 4번

이하로 등장하는 단어를 무시했을 경우 해당 키워

드 연관 단어가 가장 잘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기

준으로 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스마트 홈 공통 사용자 니즈(상위 300개)

LG의 ‘ThinQ’와 삼성의 ‘SmartThings’의 전체

리뷰 데이터를 통합하여 형태소 분석기에 적용한 결

과 3,771개의 단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3,771개의 단어에 대하여 Counter함수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다음, 상위 300개 이내에 위치

하는 단어를 워드클라우드(WordCloud)로 [그림 4]

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의 니

즈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전기기에 대한 언급과 어플

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언급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가전제품의경우그빈도수가 “에어컨”, “공기

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티비”, “냉장고”, “로봇청

소기” 등의순서로나타나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 스마트홈사용자들이어플리케이션과연동시켜

자주 이용하는 가전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단어에서는

“연결”, “등록”, “기능”, “업데이트”, “와이파이”, “오

류”, “제어”, “전원”, “설치”, “알림”, “실행” 등이순서

대로 보인다. 해당 단어들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부분으로 보이며,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는 사용자들의 관심이 디자인적 부분보다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편하다”, “편리하다”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상당히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사

용자들이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오류”, “문제”, “먹

통”, “강제”, “실망” 등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단어들이 크기는 작지만 긍정인 단어보다 다수

나타났기 때문에 워드클라우드에 나타난 기기, 기능

관련 단어들이 단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주된 관심은 “연결”과 “등록”과 같은 기능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 못지않

게디자인적측면도중요시되어져야실효성있는사용

자 중심서비스개선전략으로 이어질수있다. 고윤지

(2012)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적 요소가 어플리케이션 시장 성장에 따라 그

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음을시사한다. 이에본연구

에서는 [그림 4]에서기능관련단어보다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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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Eigen Vector <단어> Eigen Vector <단어> Eigen Vector <단어> Eigen Vector
연결 0.225 버튼 0.156 모니터링 0.037 푸시 0.031
기능 0.222 네트워크 0.143 태그 0.046 인터페이스 0.007
등록 0.215 로딩 0.121 직관 0.024 전력 0.01
업데이트 0.217 표시 0.11 메뉴 0.038 모양 0.034
와이파이 0.196 답변 0.12 전력량 0.011 관리 0.121
제어 0.183 계정 0.082 목록 0.034 모드 0.122
설정 0.202 호환 0.031 버그 0.044 수정 0.119
오류 0.188 속도 0.064 위젯 0.018 자동 0.14
알림 0.151 응답 0.09 아이콘 0.029 조작 0.076
확인 0.198 예약 0.067 광고 0.024 이상 0.125
삭제 0.173 종료 0.103 시스템 0.05 인식 0.097
설치 0.189 시작 0.089 상단 0.056 컨트롤 0.126
커넥트 0.113 서비스 0.092 권한 0.055 센서 0.02
전원 0.174 소리 0.097 사진 0.029 활성화 0.067
연동 0.147 진단 0.03 영역 0 안정 0.052
실행 0.181 검색 0.075 세부 0.038 문의 0.093
블루투스 0.105 보기 0.043 테스트 0.027 처리 0.023
접속 0.152 데이터 0.081 안내 0.02 　 　
화면 0.152 동작 0.087 순서 0.017 　 　
해제 0.138 미러링 0.045 사운드 0.033 　 　
로그인 0.097 점검 0.08 한눈 0.034 　 　
원격 0.116 반응 0.052 디자인 0.007 　 　

<표 6> 아이겐벡터 중심성

작은 글씨로 나타나는 디자인적측면단어인 “화면”,

“버튼”, “메뉴”, “표시”등의 단어들을 분리 추출하여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고

객의 소리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4.2 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치를 분석하

기 위하여 앞서 추출한 상위 300개 단어 내에서 어

플리케이션의 기능적, 디자인적 사용성 가치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 88개를 추출하여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심성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된다.

분석 결과 “연결”, “기능”, “등록”, “업데이트” 키

워드가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기능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반면, “영역”이라는 단어는 본 연

구의 분석과 상관없는 키워드로 판단하고 이후의 키

워드 분석에서 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기능적/디자인적 요소별 사용자가치 클러스터

결과

추출된 단어 88개를 이용하여 동시출현빈도 매

트릭스를 제작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였다. 네

트워크의 노드에 아이겐벡터 값을 적용하여 노드

의 크기로 중심성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은 각 노드 간 연결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시각화 결과가 디자인

적 사용성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개수로 그

수를 지정하였다. 10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을

때 스마트 홈 사용성 가치별 클러스터링 결과가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그

림 5]와 <표 7>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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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컨코어(CONCOR)분석 시각화

클러스터 이름 사용성 가치 가치 세분화 포함 단어

클러스터 1 효율성
시스템/수행 효율성 “반응”, “응답”,
자원의 효율적 사용 “점검”, “종료”, “문의”, “답변”, “로그인”, “데이터”

클러스터 2 안정성

안전 모니터링 “접속”
시스템 보안 “해제”
프라이버시 보호 “계정”, “수정”
예비 및 회복 “자동”, “로딩”, “네트워크”

클러스터 3 오류 허용성 오류문제 해결 “업데이트”, “연결”, “등록”, “기능”

클러스터 4 유효성
인터렉션 안정 “안정”, “속도”, “시스템”
피드백 제공 “안내”
조작 유효 “권한”, “호환”

클러스터 5 연동성 연동성 “연동”, “커넥트”, “블루투스”, “컨트롤”, “이상”, “원격”, “관리”,
“서비스”

클러스터 6 지능화 지능화
“예약”, “아이콘”, “동작”, “세부”, “사운드”, “모니터링”, “푸시”,
“조작”, “센서”, “상단”, “메뉴”

클러스터 7 만족성 만족성 “미러형”, “위젯”, “디자인”, “사진”, “광고”, “인터페이스”
클러스터 8 용이성 용이성 “순서”, “직관”, “목록”, “태그”, “진단”, “처리”
클러스터 9 전원의 기능 전원의 기능 “알람”, “표시”, “모드”, “화면”, “시작” 등
클러스터 10 버튼 기능 버튼 기능 “전원”, “버튼”, “설정”, “제어”, “와이파이”, “삭제” 등

<표 7> 사용성 가치별 클러스터 분석

[그림 5]의 클러스터 간 연결 관계를 확인해보면,

오류의 허용성과 연동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클

러스터들과높은연결성을보인다. 특히 지능화 클러

스터의 경우 오류허용성과 연동성 클러스터와의 연

결성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 해당 클러스터들에

대한 지능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효율성 클러스터의 경우 안정성 클러스터와 연동성

클러스터와의높은연결성을 보인다. 이는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있어 해당 클러스터들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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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A B

“응답”
“종료”, “조치”, “포기”,
“서버”, “짜증나다”,
“잠시”, “실패”

“세부”, “매일”,
“스트레스”, “아깝다”,
“조치”, “계정”, “로딩”,
“초기”, “지역”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아이디”, “네이버”,
“입력”, “재시”, “비번”,

“카메라”

“버그”, “자기”, “안방”,
“종료”, “출력”, “삭제”,
“in”, “발생”, “전부”

“종료”

“운전”, “블루투스”,
“전혀”, “알림”,
“프로그램”, “건조”,

“안좋다”

“일정”, “규칙”,
“업데이트”, “청소”,

“온도”, “설정”, “소비자”,
“엄청나다”

<표 8> 효율성 연관어클러스터 9, 10의 경우는 예외적인 클러스터로 두

었다. 클러스터 9의 경우 전원의 기능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클러스터 10의 경우

는 버튼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로 예측할 수 있었

다. 이 클러스터들은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가치들의 의미가 포괄된 키

워드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Doc2Vec을 이용한 연관어 분석을 실시해

봤을 때, 클러스터 9는 전원의 연관어 분석에서 해

당 노드들이 보였으며, 클러스터 10은 버튼의 연관

어 분석에서 해당 노드들이 나타났다.

4.4 Doc2Vec을 이용한 기업별 클러스터의 구체화

본연구에서는추출된클러스터별단어중아이겐

벡터의 중심성의 크기와 각 단어 간 연결정도를 확

인하여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클러스터 별 키

워드 추출은위에제시된 <표 7>과같다. ‘ThinQ’와

‘SmartThings’의 리뷰 데이터 셋을 각각 구축하여

전처리를 시행하였으며, 실질형태소를 추출하여 임

베딩을 진행하였다. 핵심 키워드들의 연관어분석의

의미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NLTK의 concor-

dance함수를 이용하여 동시에 나온 토큰을 비교 확

인함으로써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었다. Cluster 9,

10의 경우는 사용성 가치분석과는 다소 관련성이 적

어연관어 분석은생략하기로하였다. 다음 결과분석

에서는 A는 ‘ThinQ’, B는 ‘SmartThings’로 놓고 분

석을 진행하였다.

4.4.1 클러스터 1(효율성)

A와 B는공통적으로효율성에대해부정적인리뷰

가 다수 존재하였다. A의 경우 시스템, 수행에 있어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두드러졌으며, “로그인”

항목에서는 “네이버”와의 연동문제와 “재시작”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종료”의 항목에서는 “블루투스”

문제와 “강제”, “무한” 등의단어가나타나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B의 경우 “응답”의 항목에서

“재부팅”에대한문제점이나타났다. “로그인” 항목에

서는 “브라우저”를 통한 로그인 과정에 대한 불만과

“계정”등에 문제점이 보인다. “종료”의 항목에서는

“통화”, “통신”과 관련하여 끊김 현상이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4.2 클러스터 2(안정성)

A와 B는 공통적으로 “접속”에 대한 문제가 두

드러지게 보인다. 또한 “해제” 항목에서도 공통적

으로 “재시도”, “버그”와 같은 문제점이 보였으며,

“네트워크”의 경우 “코드”, “번호”와 같은 인증문제

또는 “다운”, “안드로이드”, “와이파이” 등 연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의 항목에 있어서는 A는 부정적, B

는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 A의 경우 “블루투스”,

“운전” 등에서 자동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반면,

B의 경우 “일정”, “규칙”, “청소”, “온도”의 자동화에

대해 긍정적인 사용자 반응을 찾을 수 있었다.

키워드 A B

“접속”
“종료”, “조치”, “포기”,
“서버”, “짜증나다”,
“잠시”, “실패”

“세부”, “매일”,
“스트레스”, “아깝다”,
“조치”, “계정”, “로딩”,
“초기”, “지역”

“해제”

“로그아웃”, “회원”,
“아이디”, “네이버”,
“입력”, “재시”, “비번”,

“카메라”

“버그”, “자기”, “안방”,
“종료”, “출력”, “삭제”,
“in”, “발생”, “전부”

“자동”

“운전”, “블루투스”,
“전혀”, “알림”,
“프로그램”, “건조”,

“안좋다”

“일정”, “규칙”,
“업데이트”, “청소”,

“온도”, “설정”, “소비자”,
“엄청나다”

“네트
워크”

“공유기”, “안드로이드”,
“메시지”, “비행기”,
“다시”, “와이파이”,

“귀찮다”, “번호”, “인증”

“점검”, “세부”, “코드”,
“불가”, “진행”, “다운”,
“지원이”, “인터넷”, “프로”

<표 9> 안정성 연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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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클러스터 3(오류 허용성)

A와 B에서는 공통적으로 “업데이트”에 대해 부

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등록” 항목에 대

해 A의 경우 “직접”, “추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을 찾을 수 있었다. B의 경우 “실패”, “문의” 등이

나타나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결”의 경우 A에서는 “추가”, “불편”의

단어가 나타나 추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위젯”에 대해서는 “간편”이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보였다. B의 경우에는 “오프라

인”, “반복”의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오프라인에서 반복적인 연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관리”에 관해서

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능”의 부분에 있어 A는 “최신”, “정보”,

“종료”, “목록”, “메세지”에 대한부정적인 리뷰를 찾

아볼수있었다. 특히, 오류에 대한정보표기에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

B의 경우 on/“off”에 대한 기능이나 “모바일” 이용

등이 “편리하다”라는 의견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문의”에 대해서는 A의 경우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으나, B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에서는 “안정적이었다”, “자세했다”, “전화나 메

일로 가능했다”라는 리뷰를 찾을 수 있었지만, B의

경우 “묵묵부답”, “복사 붙여넣기 답변” 등 부정적

인 사용자 평을 찾아볼 수 있었다.

키워드 A B

“업데이트”
“다시”, “문의”, “정보”,
“제품”, “강제”, “기존”,
“등록”, “삭제”, “설치”

“출시”, “재생”, “자동”,
“버전”, “제한”, “번거롭다”

“기능”

“최신”, “정보”, “순간”,
“한참”, “종료”, “목록”,
“메세지”, “불가”,
“서비스”, “안정”

“티비”, “추가”, “단점”,
“off”, “편리하다”,
“모바일”, “시간”

“등록”

“직접”, “추가”, “느낌”,
“외출”, “메뉴”, “예약”,
“불편하다”, “편하다”,
“모니터링”, “음성”

“실패”, “문의”, “센터”,
“사용”, “입력”, “큐브”

“연결”
“추가”, “불편”, “세부”,
“간편하다”, “위젯”,
“사항”, “도움”

“에어컨”, “오프라인”,
“반복”, “정상”, “스마트”,
“시도”, “와이파이”,
“관리”, “표시”, “상황”

<표 10> 오류의 허용성 연관어

4.4.4 클러스터 4(유효성)

A와 B는 공통적으로 유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리

뷰가 다수 존재하였지만, B에서는 다수의 긍정적인

리뷰도 나타나고 있었다. A의 경우 “안정” 항목에서

“소프트웨어”, “서버”, “초기”가 엉망이었다는 의견

을 찾을 수 있었으며 B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튕

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속도” 부분에서는 A가 답변이나 수정이 “빠르

다”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연결이나 실행 속도는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다. B 역시 “속도” 항목에

서 접속, 설치, 세부 설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느리다”는 평을 받았다.

“시스템” 항목에서는 A가 “연결”, “순서”, “에어

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이 필요하

다고 지적받았지만, B는 “세탁”시스템에 대해 “아

쉽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보기 깔끔하다”, “자동실

행 기능에 대한 만족”, “영화를 볼 때 유용하다” 등

A와 달리 호평을 받았다.

A는 “권한” 항목에서도 부진을 보였는데, 빠르기

는 하지만 “요구”, “위치”, “내용” 등에서 최악이라

는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B는 대체적으로 “간단하

다”, “편리하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다.

키워드 A B

“안정”

“제대로”, “소프트웨어”,
“메세지”, “서버”, “삭제”,
“초기”, “엉망”, “응답”,

“대기업”

“전환”, “로딩”, “튕김”,
“컨트롤러”

“속도”

“빠르다”, “느리다”,
“오래”, “로딩”, “기기”,
“발전”, “무한”, “정보”,
“외출”, “조작”

“실시간”, “느리다”,
“빠르다”, “종일”, “반응”,

“즉각”, “응답”

“시스템”
“시대”, “개발”, “연결”,
“에어컨”, “순서”, “스마트
홈”, “발전”, “여러”

“보기”, “깔끔하다”,
“최적화”, “영화”,

“유용하다”, “자동실행”,
“세탁”, “아쉽다”

“권한”
“요구”, “위치”, “이메일”,
“모든”, “내용”, “약관”,
“직관”, “빠르다”

“혁신”, “다음”,
“간단하다”, “빅스”,
“편의”, “채널”,

“불편하다”, “아이폰”,
“편리하다”, “조작”

“활성화”

“3초”, “미세먼지”, “전원”,
“블루투스”, “실시간”,
“인터넷”, “휴대폰”,
“단계”, “해제”

“제거”, “상당하다”,
“파일”, “해당”, “이벤트”,
“확실하다”, “시간”,

“손쉽다”

<표 11> 유효성 연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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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A B

“연동”

“구글”, “음성”, “버그”,
“아이오”, “지원”,
“필요없다”, “메뉴”,
“오븐”, “on", "수준”

“간단하다”, “삭제”,
“빨르다”, “미디어”,

“코드”, “오디오”, “쉽다”

“블루투
스”

“종료”, “드럼세탁기”,
“백색”, “자동”, “활성화”,
“로그아웃”, “해제”,
“의류건조기”

“이어폰”, “스피커”,
“오디오”, “기대하다”,
“인식”, “실망”, “인터넷”,
“모니터링”, “큐브”

“컨트롤”
“외부”, “청정기”, “편리”,
“오프”, “미리”, “하나로”,

“퇴근”

“제어”, “가전제품”,
“조작”, “강추”,

“안드로이드”, “버즈”,
“용량”, “전송”, “허용”,

“배터리”

“관리”
“번호”, “스마트”, “의미”,
“고객”, “시대”, “개판”,
“구매”, “순서”, “제대로”

“플러스”, “센터”, “전송”,
“데이트”, “고맙다”,
“버튼”, “모델”

“원격”
“전원”, “건조기”, “직접”,
“제어”, “가능”, “퇴근”,
“의미”, “편하다”

“off”, “간단하다”,
“외부”, “샤오미”, “on”,
“로봇청소기”, “실용”,
“종료”, “강제”, “입력”

<표 12> 연동성 연관어“활성화” 항목에서 A의 경우 “블루투스”, “인터

넷” 등은 부정적인 리뷰가 나타났으며, “3초” 활성화

버튼기능과 “휴대폰” 관련기능에서좋은평을받고

있었다. B 또한 “활성화”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이

나타났는데 “손쉽다”와 같은 의견을 볼 수 있었다.

4.4.5 클러스터 5(연동성)

연동성에서 A와 B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

응을 얻었으나, A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나

타났다. “연동” 항목에서 A는 “구글” 계정 등록, “음

성”, “I/O(input/output)”, “지원”, “오븐”, “on” 기

능들에 대해 좋은 평을 받았다. B 역시 “이어폰”,

“스피커”, “오디오” 등에서 많은 호평을 받으며 음

향기기에서 강점을 보였다.

“블루투스” 항목의 경우 A가 “종료”, “실시간”,

“로그아웃”, “해제”, “의류건조기”의 연결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백색가전”, “자동”, “활성

화” 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B는 “이어폰” 조

정이 편리하다 등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았다.

A에서 “컨트롤” 항목은 “편리하다”는 의견이 대

부분이었으며, B에서도 해당 항목의 긍정적 리뷰가

다수였지만 “버즈”에 대한 “배터리” 표시 문제에 관

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항목에서 A는 코드 번호, 고객 번호, 인

증 번호 등 “번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만과

“순서”에 대한 불만이 함께 나타났다. “관리” 항목

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 존재하는 A와 달리 B는

“간단하다”, “고맙다” 등 긍정적인 리뷰와 “버튼”

과 “모델”의 “입력”과 “검색”에 대해 불만족한다

는 의견이 함께 나타났다.

“원격” 항목의 경우 A에서 “편하다”와 같은 긍

정적 반응이 나타난 것과 달리, B는 “강제종료”,

“입력”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부정적으로 평가

되고 있었다.

4.4.6 클러스터 6(지능화)

지능화의 경우 “동작” 항목에서 A는 “매일”, 종일

사용하는데있어연결과관련하여번거롭다는부정적

의견과 “외출”과 “퇴근”할 때 편리하다는 긍정적 의

견이함께보여진다. B는 “동작” 항목에서 “사용성”에

“만족”한다 등의 리뷰를 긍정의 반응이 나타났다.

“조작” 항목에서도 A는 긍/부정의 반응이 함께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호평이었지만 연결 부분

에서 “느리다”는 불만이 나타났다. 반면, B는 “조

작” 항목에서도 “간단하다”, “깔끔하다”는 평을 받

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예약” 항목 또한 B는 “훌륭하다”와 같은 좋은

평가를 볼 수 있었다. A는 “예약” 항목에서 역시

사용자가 부정적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30분”, “1시간” 단위의 예약을 세부 분 단위로 조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반복” 예약의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키워드 A B

"동작“
“편리”, “퇴근”, “on”,
“매일”, “외출”, “조절”,
“컨트롤”, “종일”, “기분”

“만족”, “각종”, “사용성”,
“직관”, “상황”

“조작”
“느리다”, “외부”, “오프”,
“위젯”, “원격”, “리모컨”,

“전자”, “편리”

“단계”, “컨트롤”,
“간단하다”, “블루투스”,

“깔끔하다“

“예약”
“30분”, “1시간”, “설정”,
“퇴근”, “음성”, “청소”,
“직관”, “취침”, “반복”

“훌륭하다”, “직관”,
“일정”, “off”, “매일”,
“on”, “청소”

<표 13> 지능화 연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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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클러스터 7(만족성)

“위젯” 항목의 경우 A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

다. A는 “모니터링” 부분에서 편함을 보인다고 나

타났으며, “조작”하기 “편리하다”는 리뷰도 확인할

수 있었다. B는 “위젯”의 “디자인”이 “이쁘다”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위젯” 역시 조작하기 “번거롭

다”는 부정적 의견이 두드러졌다.

반면, “위젯” 항목과 달리 “디자인” 항목에서는 A

가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메뉴”, “글씨”, “세

부”, “인터페이스”, “정지” 버튼에 대한 디자인적 불

만이 다수였으며, “깔끔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존재

했다. B의 경우에 “디자인” 항목에서 사용자의 만족

이 두드러졌다.

“인터페이스” 항목에서 A는 기능의 “유무” 상태

가 보이게 그래픽이나 숫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부” 정보가 보이도록 표시하거나, 한 눈에 보이

는 아이콘을 이용해야한다는 제안이 나타났다. 반

면, 실시간 “전력소비량”은 보기에 편해졌다는 의

견이 나타났다. B의 “인터페이스” 항목은 “깔끔하

다”, “직관적이다”, “편리하다” 등의 호평이 많았다.

키워드 A B

“위젯”
“간편하다”, “용도”,
“편하다”, “생활”,
“모니터링”

“필요하다”, “배경”,
“번거롭다”, “전력량”

“디자인”
“메뉴”, “글씨”,

“깔끔하다”, “세부”,
“정지”

“내부”, “유지”, “전반”,
“이쁘다”, “직관”

“인터페
이스”

“전용”, “디자인”,
“전력소비량”, “세분”,

“유무”

“접속”, “원격”, “글씨”,
“깔끔하다”, “단순”

<표 14> 만족성 연관어

4.4.8 클러스터 8(용이성)

용이성에서는 A와 B 모두 부정적 의견이 두드

러졌다. 먼저 “순서” 항목에서 A는 “리스트”의

“순서”에 대한 아쉬움과 “10일”과 관련된 “리스

트” 오류가 나타난다는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역시 “순서”에 관해서 아쉽다, 쓰기 불편하다,

“정렬”이 “불가능” 등 부정적 의견이 나타났다.

“직관” 항목에서 A는 “전력소비량”을 나타내주

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B

는 “안타깝다”는 소수의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지

만 “깔끔하다”, “편안하다”, “직관성이 뛰어나다”,

“명확하다” 등 긍정적 평가가 다수였다.

반면, B에서 “목록” 항목은 “전자제품”을 등록

할 때 불규칙하고 반복적으로 “애로(에러)”가 난

다는 의견과 연결 목록이 해제 되는 오류가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역시 이에 대해서 “순

서대로” 표시 변경이 불가능한 것에 불만이 나타

났으며, “유통”기한 입력하는 곳, “저장” 설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키워드 A B

“순서” “리스트”, “10일”, “정렬”,“변경”, “순서대로”
“불가능”, “만족스럽다”,
“정렬”, “폴더”

“직관” “단위”, “일치”, “실외”,
“전력소비량”

“튕겨”, “메뉴”,
“안타깝다”, “컨트롤러”,
“멋지다”, “디자인”

“목록”
“순서대로”, “유통”,
“저장”, “기한”, “정렬”

“전자제품”, “부족”,
“확대”, “애로”

<표 15> 용이성 연관어

5. 결 론

어플리케이션의 시장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그

동안 선행연구들은 어플리케이션 리뷰분석을 통하

여 사용성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본 연구에

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 홈 시장에서 특히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치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현재 스마트 홈 모바일 플랫폼 시

장에서의 고객은 한정되어있는 반면 수많은 기업

들이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다.

이에 기업이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서 고객이 원하는 사용성 가치에 따른 경쟁우위전

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

시장의 경쟁사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서비스 개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각

기업의 서비스 개선 전략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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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B의 강점과 A에서 보완할 점

B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속도에서 A보다

경쟁우위에 있었다. 또한 블루투스와 운전 등의 자

동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A와 달리 “일정”, “수

칙”, “청소”, “온도”의 자동화 항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능화 영역에 해당하는 “동작”과

“조작”, “예약” 모든 항목에서도 호평이 나타났는

데, “간단하다”, “깔끔하다”, “훌륭하다”와 같은 리

뷰를 통해서 사용자의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디자인 요소 중 만족성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직관적이다”, “편리하다” 등 긍정

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사용자의 불만이 다수

존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A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경쟁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리뷰를 비교했을 때, A에서 부족한 요

소를 B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가 A

에 비하여 많은 항목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

었다.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효성, 안정성, 지능

화, 만족성이다. 특히, 만족성은 스마트 홈 어플리

케이션에서 간과되고 있는 디자인적 요소에 해당

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경쟁우위를 차지함으로

써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자인적 요소에서 사용자

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한 A는 부족했던 직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잘 보이

지 않는 메뉴, 글씨 등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하

는 세부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쉬운 아

이콘을 활용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5.2 A의 강점과 B에서 보완할 점

A의 경우 위젯의 기능과 오류문의에 대한 답변

에서 B보다 경쟁우위를 보인다. B의 경우 연관어

분석에서 위젯의 기능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이 많이 보였으며, 문의에 관련된 내용애서는 “묵

묵부답”, “복사 붙여넣기 답변” 등 부정적인 리뷰

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문의관련 부분은 오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오류허용성 가치에 해당한다. 앞

서 분석한 아이겐벡터 중심성 값을 확인해보면 오

류허용성 클러스터가 가장 큰 중심성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

홈 사용성 가치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전반적으로 B에 비해 기술적인 부

분에서 대부분 낮은 경쟁력을 보이나, 오류의 허

용성부분에서 만큼은 경쟁우위를 보이며, B보다

비교적 큰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B는 사용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전화나 SNS,

메시지로도 문의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거나

다양한 답변 매뉴얼을 만드는 등 여러 대책이 필

요해 보인다.

5.3 A와 B 모두 보완되어야 하는 점

마지막으로 A, B에서 공통적인 약점이 존재한

다. 우선,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과 수행에 있어 속도의

느림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 네트워크 접속 문제

에 있어 재시작 문제와 버그에 관한 문제들이 나

타나고 있다. 셋째, A, B 두 어플리케이션에서 연

결에 관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A의

경우는 블루투스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며, B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연결문제, 와이파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본 연구의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해 시각화한 부분에서 국내 스마트 홈 시장의

전체 사용자 니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A와 B 모

두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디자인적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용이

성에 대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보였는

데, 순서에 대한 개선이나 전자제품 목록에 대한

오류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점차 어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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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의 디자인적 부분이 중요성을 갖는 시대에

(고윤지, 2012) 기능적 요소의 개발과 발전만을 이

룰 것만이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 또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4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국내 사용

자 리뷰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의 의

견을 반영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용자 분석에 한

계가 존재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의 글로벌

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외 사용자 의견의 중요성이 해마

다 커지고 있으며 이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국외

사용자 리뷰를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의 경쟁사 분석을

LG와 삼성으로 한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

트 홈 어플리케이션 시장에는 LG와 삼성 이외의

다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추가 분석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경쟁사 분석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상위 300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상위 300개라는 단어는 3,771개의 단어

의 대표성을 갖지는 못한다. 특히 연구에서 진행

된 디자인적 요소의 키워드분석이 상대적으로 적

었는데 만약 빈도수가 적은 단어도 함께 분석했다

면 내용이 더 풍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텍스트마이닝의 불용어 처리, 품사구분,

띄어쓰기로 인한 오류 등 더욱 효과적으로 단어를

분류할 수 있는 코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확

한 텍스트 분류는 보다 정확한 결론을 이끌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5.5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용성 가치 분석에서 간과된 디자

인적 요소 분석 부분을 구체화했다. 이미 선행연

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사용성 가치 분

석에 대한 연구가 존재했다. 하지만 스마트 홈 리

뷰에서 사용자의 언급이 기능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어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

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적 요소가 간

과되지 않도록 기능적 요소와 디자인적 요소를 분

리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분류의 시도는

처음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이전에 진행된 대다수의 사회연결망분석

을 이용한 연구들은 리뷰 분석을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의 CONCOR분석에서 연구를 멈추고 그 결과

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의 노드의 한계성과 리뷰에 나타난 긍정, 부

정적인 사용성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감성분류

를 적용한 Doc2Vec 임베딩 과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키워드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

는데, 이러한 시도가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

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업 간 비교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각 기

업의 강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경쟁사가 보완해

야 할 점을 밝힘으로써 스마트 홈 관련 기업의 비

즈니스적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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