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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쇼핑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쇼핑몰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

품정보 제공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사용자의 단순 검색 이력을 기반으로 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며, 추천되는 상품 목록은 대중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제공된다. 그러나 제공되는 상품 정보는 개인

의 선호도와는 무관하다. 이 논문에서는 각 개인의 관심 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한 내·외부 SNS 활
용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내·외부 SNS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분석 모듈은 사용자가 지정한 두 개 

상품의 비교를 통하여 커뮤니티 사용자의 선호도를 수집 및 분석한다. 외부 분석 모듈은 트위터(Twitter)를 활용하여 

그룹 및 타인의 니즈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현 결과 기존의 쇼핑몰과 달리 개별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상

품을 추천할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Shopping patterns are changing with the emergence of SNS. Recently, it is also interested in providing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users’ needs. Generally, the provided information is obtained from the history of users‘ 
simple browsing. Best selling hot item list is also provided in order to reflect the preferences of public users. However, 
the provided information is irrelevant to an individual prefer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utilize inner 
and outer SNS for analyzing public preferences about goods which are interested by individual users. The inner 
analyzing module collects and analyzes the preferences of community members about two goods designated by 
individual users. The outer analyzing module supports to analyze public preferences by using the tweeter SNS.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show that it is possible to recommend goods based on the individual users’ preferences 
unlike the existing shopping mall.

키워드 : 니즈분석, 모바일 시스템, 사용자 지정 선호도, SNS

Key word : Needs Analysis, Mobile System, User Designated Preference, S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2 : 2871~2877 Dec. 2015

2872

Ⅰ. 서 론

온라인 쇼핑몰은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

정보를 손쉽게 사용자가 접할 수 있다[1]. 지금까지 온

라인 쇼핑몰의 관심사항은 서비스와 품질 측면에 국한

되어 있었으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

로 정보의 확산 및 쇼핑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

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고객의 관심

사항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추천하거나, 
최근에 보았던 상품을 나열하여 주는 단순한 니즈 분석

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용자 맞춤형 선호도 분석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내부 SNS 모듈인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과 외부 SNS인 트위터(Twitter)를 활용하여 각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대한 그룹 및 타인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자는 각 사용자가 지정한 두 개 상품에 대한 쇼핑

몰 회원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이며, 후자는 

불특정 다수의 선호도를 수집 분석하는 모듈이다.
제안한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인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크롤링 봇으로 외부 SNS 의 

반응도 수집하여 타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맞춤상품

을 추천할 수 있음을 구현으로 보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SNS가 온라

인 쇼핑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연구와 문제점들

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내부 SNS 모듈 및 외

부 SNS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위하여 개발된 크롤링 봇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에서

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현 결과를 살펴보고, 끝으로 5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관련 연구 [2]는 SNS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연구로서 시공간적 절약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합

리적 쇼핑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해내야 하며 이를 위

하여 많은 기업이 SNS를 도입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

었다. 또한 SNS를 도입한 결과를 3가지 측면(경영, 유
통, 고객 관리)에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중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앞서 언급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연구 [3]은 SNS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마케팅 활동과 이용자 추천이 사용자의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SNS 마케팅 정보와 소비자

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다양한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별 사용자가 관

심을 갖는 특정 상품에 대한 내부 커뮤니티 회원들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 [4]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서 주의할 

점에 관한 연구로서 타깃의 선별성, 정직성, 위기에 대

한 신속한 대응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세 가지 요인

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상의 외적 요소(연령, 성별)와 상

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몰을 베이스로 하여 

외부 SNS 요소에만 치중하지 않는 별도의 내부 SNS 모
듈을 탑재하여 SNS의 장점인 빠른 속도와 넓은 확산성

을 적절히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 [5, 6]은 SNS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및 활

용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SNS의 마케팅적 가치와 방향

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SNS를 이용한 니즈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SNS 통계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인 Mytoptweet[9]

는 트위터 닉네임을 통하여 리트윗 수의 통계를 보여주

는 사이트로서 작성된 트윗과 리트윗 수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하였다. Followerwonk[10]는 팔로워(Follower)
들의 변화를 다양한 그래프를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세

부적인 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Topsy[8]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작성한 트윗들을 특정 키워드와 시

간순으로 정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Ⅲ. 선호도 분석을 위한 내·외부 SNS 활용 

기법

본 장에서는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을 위한 내부 

SNS 모듈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외부 

SNS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크롤링 봇과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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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체 시스템 구조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추천 등의 기능은 사용

자가 구매 또는 클릭한 상품을 단순히 나열하여 보여주

었으며 사용자의 선호도와 무관하게 많이 판매된 상품

을 최상단에 보여주기만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그림 1과 같이 네 가

지 니즈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7]

제안된 니즈 분석 방법은 후기 분석과 행동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자 지정 선호도 분석을 활용하여 타인의 선호도를 획득

하고 SNS 분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니즈 분

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 SNS 모듈 기반 사용자 지정 선

호도 분석 방법과 외부 SNS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후기 분석 및 행동 분석에 관한 내용은 [7]을 참

고하길 바란다.

3.2. 내부 SNS 모듈(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활용 기법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은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후기를 남기면 해당 후기에 댓글 또는 추천을 통한 상

품의 홍보 및 커뮤니티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이

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데이터 수집만으로는 고객

의 선호도를 분석하기 어려웠으며 많이 판매된 상품 및 

추천 상품을 단순히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내부  SNS 기반 사

용자 지정 상품에 대한 내부 회원들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을 제안한다.
그림 2와 같이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

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내부 SNS 모듈인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는 카테고리 정보 및 선호 상품 

정보는 타인의 선호도 분석 결과에 반영된다.

Fig. 2 User designated preference Analysis module

사용자가 두 가지 상품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

로  에서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선택한 상품 카테고리 정보를 수집한다.
에서는 선택된 카테고리에 맞는 상품 목록 중 사

용자는 비교하고자 하는 상품 두 가지를 지정한다.
해당 정보가 작성되면 회원들도 해당 정보를 본 뒤, 

영역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
품이 선택될 때 선택된 상품 아이디와 사용자의 아이디

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선택된 상품 정보는 수치

로서 표시되며 해당 수치는 선택될 때마다 업데이트되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니즈 분석에 활용된다.

3.3. 외부 SNS 활용 기법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에는 게시글에 타인이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Retweet, 
Favoite, 좋아요 기능 등이 존재하며 해당 수치들은 타

인이 게시글에 표현한 관심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SNS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표 1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API와 획득 

가능한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 필요로 하

는 대중적인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Favorite 및 Share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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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ocial Analytics 사이트가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현재 제공되는 트윗(Tweet) 들을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SNS인 트위터를 대상으로 크롤링 봇을 

고안하여 SNS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

Table. 1 Acquired Information from SNS

Facebook Twitter
Favorite
Count X X

Share Count X X
API Version API 2.1 API 1.1

Personal
Information Limited offer Limited offer

트위터의 Favoirte 및 Retweet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서 Topsy[8]을 사용하였으며 쇼핑몰에서 상품의 후기

에 특정 키워드 “Toppick - ”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삽

입하여 트윗 정보를 검색하도록 한다.

Fig. 3 Acquisition Process of Tweets’ Statistics

그림 3과 같이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은 검색된 

후 정렬된다. 정렬된 리스트는 그림 4와 같이 다시 

HTML 데이터로 변화하여 Parsing 하는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를 추출하게 된다. 

Fig. 4 Process of Crawling Bot

추출된 트위터의 Retweet 수는 앞서 언급한 니즈 분

석 결과들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SNS 상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4. 내·외부 SNS 결합

내부 SNS 모듈과 외부 SNS는 각자 수집하는 데이터

와 저장되는 영역이 다르다. 그림 5는 내·외부 SNS 모
듈이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5 Inner and Outer SNS

내부 SNS 모듈 모듈인 탑픽에서는 카테고리 선택, 
상품 선택, 리뷰 작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그룹 및 

타인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저장한다.
외부 SNS 모듈은 트위터의 Favorite 과 Retweet 수를 

크롤링 봇을 통하여 수집하며 SNS 수집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되며 실시간으로 갱신되도록 구현되어 있다.
내부 SNS 모듈 모듈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

석된 그룹 및 타인의 선호도를 통한 상품 추천으로 인

기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나, 
동일 카테고리 내부의 상품들 간에 선호되는 상품이 무

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부 SNS 모듈을 기반으로 한 니즈 분석 결

과를 외부 SNS 모듈로 수집된 Favorite과 Retweet 수치

를 통하여 선호 상품의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으

로써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가

장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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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현 결과

4.1. 모바일 앱 구현

메인 페이지는 내부 SNS 모듈과 상품을 구매하고 니

즈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모듈로 구성된다. 첫 번

째는 사용자 지정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는 ‘탑픽’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회원들이 상품정보를 검색, 구매, 
후기 작성이 가능한 ‘탑뷰’ 모바일 쇼핑몰이다.

Fig. 6 Frame of Mobile App(Main)

4.2. 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

내부 SNS 모듈(사용자 지정 선호도 분석 시스템)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한 두 가지 상품을 SNS 형태의 커뮤

니티를 통하여 타인의 선호도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구현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Fig. 7 Frame of Inner SNS

등록된 내부 SNS 모듈 정보는 그림 7의 좌측과 같이 

리스트 형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자신이 선택한 상품의 

경우 체크 표시가 되도록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

신이 선택한 상품이 어떠한 것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타인이 선택한 상품의 수치가 더 

높을 경우에 두 가지 상품 중에서 대중이 선호하는 상

품이 어떠한 것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부 SNS 모듈 등록 화면은 그림 7의 우측 화면으로 

최상단의 패션/뷰티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선택된 카테고

리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 가능하도록 하였다.

4.3. 크롤링 봇 구현

크롤링 봇은 그림 8과 같이 Topsy 사이트를 통해 수

집되어 리스트화된 트윗(Tweets)을 HTML로 변환하여 

적용된 데이터 필터를 통해 원하는 값을 추출하도록 지

원한다.

Fig. 8 Transform from Topsy Site to HTML

크롤링 봇을 통하여 추출된 값은 그림 9와 같다. 트위

터 사용자의 닉네임과/상품ID/리트윗 수의 추출을 통하

여 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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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ame of Result

4.4. 후기 공유 및 적용 화면

등록된 후기를 길게 클릭하게 되면 그림 10과 같이 

해당 제품의 후기를 트위터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Fig. 10 Frame of Shared Review

등록된 트윗은 그림 11과 같이 해당 트위터 계정에 

등록되며 공유와 동시에 DB에 저장된다. 이후 크롤링 

봇을 통하여 해당 트윗에 대한 Favorite 및 Retweet 수
를 획득하여 해당 트윗 계정명과 TWpoint를 업데이트

하여 니즈 분석 결과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룹별 니즈 

분석 결과는 상품 등록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어있으나 

그림 12와 같이 외부 SNS 분석 결과인 TWpoint에 따라 

상품 추천 순위가 변경됨을 알 수 있다. 

Fig. 11 Result of Crawling

Fig. 12 Frame of Recommendation

예를 들어 우측의 ‘존바바토스 아티산 맨 오드뚜왈

렛’ 상품의 트윗에 대한 TWpoint가 7로 가장 높으므로 

최상단에 상품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TWpoint가 없는 

제품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상품이 보이게 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 가능한 SNS 분
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쇼핑몰에서 활용되던 단

순한 니즈 분석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니즈 분석 방법

을 통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특히 자체 개발된 내부 SNS 모듈 모듈을 통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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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였

으며, 폐쇄적인 외부 SNS를 활용하기 위하여 크롤링 봇

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니즈 분석 결과

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Topsy 와 같은 Social Analystics 사이트를 활용

함으로써 트위터(Twitter)의 API가 업데이트 되거나 구

조가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는 트위터에 국한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외

부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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