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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터넷은 우리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변화시키며 전자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전자상거

래에서 남기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상품평은 상품기획의 주요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티컬 무

소음 마우스 10,000개에 대한 정형화된 데이터셋을 Word2Vec을 이용하여 유사도 분석, 온라인 상품평 빈

도분석 상위 50개 단어를 제시하여 실제 상품을 사용한 후 설문조사 시행을 하였다. 온라인 상품평 유사도 

분석결과 클릭 키워드에 대한 장점으로 통증(.986), 디자인(.982)가 분석되었으며 단점은 적응(.866), 불편

(.854)이었다. 오프라인 상품평에서는 장점으로 디자인(17명), 단점으로 불편(11명)이었다. 또한 온라인과 오

프라인의 상품평을 비교함으로써 구매자의 긍정, 부정의 의미를 교차 확인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시 하였다

고 볼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품기획 프로세스를 신상품 개발 및 기존 상품의 개선 전략으

로 적용할 수 있겠다.

키워드: 상품(Product), 유사도(Similarity), 텍스트 전처리(Text Preprocessing), 

워드투벡터(Word2Vec),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온·오프라인 댓글 분석이 활용된 Word2Vec 기반 상품기획 모델연구
안영휘O, 정진영**, 박구락*

O국립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국립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의료IT융합과

e-mail: yhahn02@naver.comO, jyjung@hit.ac.kr**, ecgrpark@kongju.ac.kr*

A Study on the Product Planning Model based on 

Word2Vec using On-offline Comment Analysis 
Yeong-Hwi AhnO, Jin-Young Jung**, Koo-Rack Park*

O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ealth and IT convergenc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I. Introduction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텍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켰다. 실제로 뉴스 기사, 

SNS 게시물, 블로그, 각종 댓글 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실제적인 감정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1]. 2019년 COVID19 감염병의 확산은 전자상

거래의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가 하면 역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는 창구이

기도 하다.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기업의 수익 향상과 시장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수익 손실과 

기업 생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2]. 진술식의 자가보고서는 온라인 

댓글 만큼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얻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태도, 가치, 선호도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법인 Word2Vec Model

를 적용하여 포털사이트, 온라인 마켓과 실제 상품평과 자가보고서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셋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기획 및 

신상품 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Word2Vec

Word2Vec은 인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대단위 말뭉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어의 벡터값을 구하여 배열함으로써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딥러닝 기술은 함께 쓰인 단어들 

간의 관계와 계열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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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imilarity

유사도는 벡터, 점 등으로 표시되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유사점을 분석한다. 유사도를 측정 때 코사인유

사도는 두 벡터의 방향에 따라 1~-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여 거리의 

값이 작을수록 측정하는 유클리드거리와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에서 교집합의 비율을 구하는 자카드유사도가 있다[3, 4].

III. The Proposed Scheme

2.1 Model Configuration

제안시스템의 모델구성도는 네부분의 파트로 Users, Client Web 

Application, Similarity Analysis System Server, Database 이다.

2.2 System Architecture

제안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네부분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웹크롤링을 통해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상품평을 수집 

할 특정 상품을 선택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둘째, 일정기간 

동안 실제 상품을 사용한 후 설문조사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셋째, 시스템은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온라인 비정형데이터를 

정형데이터로 변환한다. 정형데이터로 변환된 데이터셋는 

Word2Vec 임베딩 학습을 통해 단어 유사도를 분석한다. 네째, 데이터

베이스 파트로서 유사도분석 시스템 파트에서 생성된 분석 데이터 

내역을 저장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분석내용을 시각화한다.

IV. Test And Results

버티컬 무소음 마우스에 대한 온라인 상품평 10,000개를 개발언어 

Python, 워드 임베딩은 Word2Vec으로 학습 하였다. 대표적인 단어인 

”버티컬“ 유사단어는 통증(.986), 디자인(.982), 무게감(.980), 적응

(.866), 불편(.854)으로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실제 상품을 

사용한 후 설문조사을 통한 오프라인 데이터 수집을 하였다. 대상은 

컴퓨터 사용량이 많은 대학생 20명, 사용기간은 5일,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상품평 빈도분석 상위 50개 단어를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디자인(17명), 무게감(3명), 적응(9명), 불편(11명)이 선택하였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와 온라인마켓의 버티컬마우스 구매자에 

대한 상품평를 수집하여 단어간 유사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사도 

분석결과 버티컬 마우스의 장점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통증‘,’디자인‘ 

이었으며 유사도 점수는 각각 .986, .982로 1에 가까워 신뢰할 만할 

수준을 나타내었다. 단점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적응’, ‘불편’ 이었으

며 유사도 점수는 각각 .866, .854 이었다. 오프라인 상품평에서는 

주요 장점으로 디자인(17명), 단점으로 불편(11명)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상품평 분석과 오프라인 상품평 비교 

시 유의미한 정보가 추출됨에 따라 신상품 개발 및 기존 상품의 

개선 전략으로 보완 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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