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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리뷰, 서비스 상품에 대한 리뷰, ICT분야의 하드
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의 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리뷰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각 리뷰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토픽 도출에 사용된 단어의 차별성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전체 리뷰를 대상으로 군집분석
을 실시하고 각각의 상품군의 리뷰가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각 상품의 유형별로 
특화되어 사용된 핵심어를 도출하였고,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표현하는 주제를 도출
하였다. 서비스 상품 리뷰에서는 공급자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professional, technician과 같은 핵심어를 도
출하였고, 융합제품서비스상품으로서 아마존 에코 리뷰에서는 favorite, fine, fun, nice, smart, unlimited, 
useful 등의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를 도출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전체 리뷰를 분석하였고, 3개의 상품 
유형별 리뷰가 배타적으로 서로 다른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소비자의 니즈
(needs)를 상품의 유형별로 온라인 리뷰를 이용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실무적으로 상품 유형에 기반한 상
품기획과 마케팅 프로모션 차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아마존∣온라인 리뷰∣제품∣서비스∣융합제품서비스∣텍스트마이닝

Abstract

The study analyzes reviews of hardware products, customer service products, and products that take 
the form of a convergence of hardware and cloud services in ICT using text mining. We derive 
keywords of each review and find the differentiation of words that are used to derive topics. A cluster 
analysis is performed to categorize reviews into their respective clusters. Through this study, we 
observed which keywords are most often used for each product type and found topics that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services using topic modeling. We derived keywords such as 
“professional” and “technician” which are topics that suggest the excellence of the service provider in 
the review of service products. Further, we identified adjectives with positive connotations such as 
“favorite”, “fine”, “fun”, “nice”, “smart”, “unlimited”, and “useful” from Amazon Eco review, an integrated 
product and service. Using the cluster analysis, the entire review was clustered into three groups, and 
three product type reviews exclusively resulted in belonging to each different cluster.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whereby consumer needs are expressed differently in reviews depending on 
the type of product and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product planning and marketing 
promotion according to the product type in practice.

■ keyword :∣Amazon∣Online Review∣Product∣Service∣Integrated Product Service∣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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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리뷰(Review)는 소비
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마케팅 자원이며 미
래에 제품의 개선 방향과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수립
하는 분석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제품
의 리뷰는 추가적인 소비자의 유입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소비자가 유출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3]. 소비
자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제품 리뷰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3] 상품에 대한 리뷰
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사용한 내
용분석(Content Analysis)를 통해서 세 가지 상품 유
형의 소비자 리뷰를 분석한다. 첫째는 하드웨어 형태의 
제품에 대한 리뷰이고, 둘째는 물건의 형태가 아닌 사
람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리뷰이
며, 셋째는 ICT분야의 하드웨어 형태와 클라우드 서비
스가 융합된 형태의 상품의 리뷰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리뷰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제시하거나[4-7], 소비자
의 리뷰와 구매와의 관련성을 탐구하기도 하였고[8][9], 
내용상으로 리뷰의 감성 분석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10-12]. 이 분야의 연구들은 특별히 리뷰가 발생하는 
분야별로 호텔, 관광[3][13], 레스토랑에 대한 사용자 
리뷰 분석을 통해[3][14] 특정 카테고리의 리뷰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의 차별화된 목적은 
첫째, 분석의 대상을 제품(product), 서비스(service), 
ICT분야의 하드웨어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상품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리뷰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점이다. 특별히 ICT분야의 하드웨어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상품인 경우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 리뷰의 특
성 분석은 미래에 출현하는 많은 ICT 제품서비스융합 
상품의 기획과 개발, 마케팅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런 차별화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상
품의 3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리뷰를 분석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1) 각각의 상품 카테고리별 (하드웨어 
제품, 서비스, ICT 분야의 제품 서비스 융합 상품) 리뷰

의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질문 1-2) 각각의 상품 카테고리별 리뷰에 사용

된 형용사와 동사 중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단어와 차별
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인가? 

(연구질문 2)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카테고리별 
상품 리뷰는 서로 차별적이서 배타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가? 

리뷰 내용 중에서 공통된 키워드와 차별적인 키워드
의 도출은 해당 상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을 탐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무엇
을 소구할 것인지, 시장에 어떻게 포지셔닝(positioning) 
할지를 고민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무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론은 텍스트
로부터 (i) 각 리뷰의 키워드를 순위별로 도출하여 차별
적인 단어의 존재를 탐구하고, (ii) 특정 제품군 리뷰에
만 차별적으로 쓰여진 키워드를 도출하고, (iIi) 토픽을 
도출하여 토픽 또는 토픽모델링에 사용된 단어의 차별
성을 탐색한다. (iv) 또한 전체 리뷰를 대상으로 군집화
했을 때 각각의 상품군 리뷰가 어떤 방식으로 군집화 
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상품의 유형별 리뷰의 
차별성을 검증한다.

이 연구는 (i) 분석의 대상, (ii) 분석 알고리즘, (iii) 
소프트웨어 툴의 사용, 그리고 (iv) 해석까지 종합적이
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실무적으로는 텍스트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제품의 유형별 리뷰 분석
의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

1. 분석대상으로서의 상품의 종류
상품의 형태는 크게 제품과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

다. 특별히 서비스 개념은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물
리적 형태의 제품(physical product) 마케팅과의 차이
점을 고민하면서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서비스는 무형성(intangibility), 이질성
(heterogeneity), 분리불가능성(inseparability), 쉽게 
사라지는 특성(perishability)을 통해 일반적인 제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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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고 있다[15-17]. 무형성에 기인하여 소비자는 서
비스 공급자의 평판(reputation)에 의존하게 되며 서
비스 공급자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이라는 서비스의 내
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서비스는 공급 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이므로 직원이 바뀜에 따라 
또는 서비스 공급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heterogeneity).

제품(product)과 서비스(service)의 차별성을 고민
한 연구들은 과거 광고 분야에서 두 분야의 차이점을 
제시하거나[18], 서비스 혁신의 주제로 제품혁신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서로 다른 특성과 경로
를 제시하기도 하였고[19][20], 2000년대 초반부터 제
품서비스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 PSS)이라
는 이름으로 두 분야의 융합을 다루는 연구로 발전되어 
진행되었다[21-24]. 

PSS연구에서 제품서비스시스템이란 기존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 판매하던 회사가 해당 제품의 서비스 기능
을 부가적인 기능이 아닌 필수적인 기능으로 인식하면
서 등장한 개념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하
여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니즈
(needs)를 충족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23-26]. 대표적으로 제
록스의 제품 판매와 서비스, 파커셀(Parkersell)의 조명 
시스템, 윤활유 서비스 패키지, 토탈 에너지 소비관리시
스템, 금융서비스를 포함하는 효율적인 세탁 시스템 등
을 성공한 PSS로 소개하고 있다[26]. PSS 연구 초기에
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의 개념으로 강조되기도 하였고 기업
이 어떻게 PSS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여 실행하는가
의 문제[27], 제조업 분야의 서비스화(servitization)에 
대한 가능성으로 확대 연구되었다. PSS 연구는 ICT와 
같은 특정 분야의 모델로[28][29] 또는 궁극적으로 PSS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다양화
되었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PSS는 서비스 분야의 
독자적인 개념 정립과 성과 창출, 그리고 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탐색하고 새로운 개념의 융합제
품서비스 분야의 기획과 비즈니스 모델 정립에 기여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융합제품서비스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PSS 개념에서 강조하는 서비스의 필수적 

기능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연결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상품을 의미한다. 

 
2. 소비자 리뷰에 관한 연구

소비자 리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판매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행, 호텔, 
레스토랑, 영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 리뷰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둘째, 리뷰가 발생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amazon 
[4][10-12][30][31], Airbnb[32] 등의 직접 판매와 예
약이 이루어지는 곳의 리뷰, trip advisor[14][33][34], 
yelp[35] 와 같이 리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사이트, 
Twitter[36][37], blog[38] 등의 SNS 매체에서의 소비
자 리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리뷰 연구는 여행 블로그에서 특정 단어의 출
현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기쁨(delight)을 발견하거나 
[38], 온라인 입소문(WOM:word of mouth)과 리뷰가 
여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등 여행을 핵심소재로 
전개되기도 하였으며[37],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리뷰의 
다차원 감성분석[39]을 시도하거나, 레스토랑 리뷰의 
감성분석과 레스토랑 등급을 연결하는 연구가 시도되
기도 하였다[40]. 특별히 하드웨어 제품의 기능을 텍스
트 마이닝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소비자의 구
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 등은 제품의 기능에 관
한 소비자의 인식을 탐구하는 목적으로 제품의 리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 연구에 대한 리뷰의 기여
도를 볼 수 있다[8][9][41]. 

소비자의 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제품의 리뷰가 제품 
구입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였으며 리뷰의 성격과 유용성
(Usefulness), 유익함(helpfulness)의 점수와의 연관성
을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되었다[13][35][42][43]. 

소비자 리뷰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도 심화하여 진행되었
다.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문장을 판별하는 방
법을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접
근한 연구[5], 정확한 리뷰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고민
하는 연구로서 잘못된 리뷰, 스팸 리뷰를 걸러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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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제시한 연구[4][6][7], 신경망 방법론을 이용하
여 제품 리뷰의 점수에 대한 예측 모델링을 시도한 연
구 등이 대표적이다[44]. 아마존 리뷰도 이 분야의 직접
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아이폰을 대상으로 아이폰의 
기능(feature), 제품 자체, 아이폰에 관한 서비스를 연
구자가 정립한 원칙(rule base)에 근거하여 구분한 후 
제품등급(product rating)과 서비스등급(service rating)
으로 분류한 연구[12]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를 대상으로 총 50개 이상의 제품과 
15개월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패널 데이터 세트를 구성
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소비자선택이론을 융합한 연구
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연구는 리뷰에서 등장하는 
기능 관련 단어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
한 제품의 기능에 대한 선호를 보여 주는 계량 모델을 
구성하였다. 계량 모델을 구성한 후 판매순위와의 관계
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준
다[8].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소비자 리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분야, 문장을 이
해하고 분류함에 있어서 정확성이 높은 방법론을 발굴 
및 적용하는 분야, 소비자의 리뷰를 점수화하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한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III. 방법론

1. 분석 프로세스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기준으로 자료 수집부

터 분석까지 총 6단계의 프로세스를 구상하였다. 1단계
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설정한다. 이때의 대상은 온라인 
상거래(commerce)사이트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품
을 의미한다. 온라인 상거래(commerce) 사이트 중에
서 소비자의 리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대
상이 되는 웹사이트는 제품(Hardware Product), 서비
스(service), 융합제품서비스상품의 리뷰를 포함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제품과 서비스, 제품서비스융합상
품의 대상을 설정할 때 전문가 인터뷰와 기존의 선행연
구를 참조하여 최적의 대상을 설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ICT 분야의 융합상품으로 아
마존 에코를 대상으로 하였다. 2단계는 텍스트를 추출
하는 단계이다. 파이썬을 사용하여 크롤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urllib, requests, 
beautiful soup 모듈을 사용하여 크롤러를 제작하였
다. 3단계는 데이터 전처리의 단계이다. 엑셀이나 csv
파일로 추출된 텍스트는 작성일자, 작성자(author), 본
문(body text)으로 구분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기호나 
무의미한 이모티콘을 제거하고 불용어(stopwords)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4단계
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핵심어 도출은 일반적
으로 빈도수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TF-IDF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였다(R and 
T-LAB plus사용). 5단계는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로 R 
과 T-LAB plus를 사용하여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 중의 하나인 LDA를 사용하였다. 6단계는 군집분
석의 단계이다.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의 하나인 
T-LAB plus를 사용하였고, 군집분석 방법론은 이분화
(Bisect) K-means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림 1. 분석순서와 방법론

2. 분석의 대상과 데이터 
1차 분석대상으로서 소비자 리뷰가 제공되는 웹사이

트는 (i) 하드웨어 중심의 모바일 단말기의 소비자 리뷰
를 제공하는 GSMarena, (ii) 서비스 중심의 리뷰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로서 Angie’s List, (iii) 제품 및 서비
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상품 등 종합적인 제품이 
소개되고 있는 Amazon, (iv) 기타 리뷰 사이트로서 
Choice, Trustpilot, TextFreaks, Yelp를 검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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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사이트는 구조와 목표 등이 다르고 사이트의 특성

으로 인한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에 기인하는 연구상의 
오류 발생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
구문제에서 제기한 세 가지 유형의 상품군을 모두 포함
하고 있는 아마존(Amazon)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각의 상품 유형별로 리뷰수를 비슷하게 구성하여 각
각 15,000개씩 총 4만 5천개의 리뷰를 수집한 후 리뷰
의 단어 수가 일정 이하인 리뷰를 제외하고 총 24,899
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융합제품서비스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상품
기획 경력자 5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의견을 수
집하였다. 전문가들은 첫째, PSS의 개념인 제품과 서비
스의 연결 고리로서 ICT기술 분야에서 제품 서비스융
합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29], 주
된 이유로 ICT 분야는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로 구
성된 제품과 융합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산
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둘째, ICT서
비스의 대표적인 예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분석
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서비스
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단말기가 필수적인 제
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소비자가 
단말기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아마
존 에코를 선정하였다. 융합제품서비스 상품을 하드웨
어 제품 유형, 서비스 유형과 같이 복수의 상품을 구성
할 것인지, 단일제품으로 접근할 것인지의 논쟁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제품서비스융합의 개념이 단일하게 
정의되기 전 단계임을 고려할 때 복수의 상품을 분석할 
경우 이질성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1차적
인 탐색 연구의 의미가 강한 이번 연구에서는 ICT 분야
의 단일제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개념화에 적절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아마존 에코(Amazon echo)는 단말기
(device)를 구입한 후 인터넷에 연결하여 클라우드 서
비스를 이용하는 하드웨어 단말기와 서비스가 복합된 
상품이다.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하드웨어 제품과 서비스, 하드
웨어와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에 대한 리뷰 분석을 대상
으로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서 제품서비스융합상품은 

단일제품이지만 하드웨어 제품과 서비스는 복수의 제
품으로 구성되었으며 리뷰수가 많은 순서로 선정되었
다. 일반적으로 1개의 제품에 대한 리뷰수가 하드웨어 
제품이 서비스 상품에 비해 많기 때문에 동등한 수의 
리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상품의 종류가 하드웨
어 제품에 비해 많이 선정되었다. 

분석대상이 된 사이트는 영어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
구는 기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영어로 쓰인 소
비자의 리뷰를 대상으로 한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분석대상

하드웨어
제품

Headphone, Honeywell air conditioner, LG 
air conditioner, POT

Vornado, Washing machine

서비스 상품

Cleaning (Carpet, Deep, spring, Move In 
out, Window)

Assembly(bed, Desk, Elliptical, Bike, 
Furniture, Grill, Office chair, Treadmill
Setup(Business Laptop, home audio)

Installation (Garbage Disposal, Window air 
conditioner, sound Bar

Handyman Services, Repair, Wall hanging

하드웨어서비스 
융합 상품 Amazon Echo

3. 키워드 선정:TF-IDF
  텍스트에서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빈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서 TF-IDF 방법이 있다.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TF에 DF의 역수
를 곱한 값으로 구하며 문서에서 중요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의 하나다. 선정된 핵심어는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시해 준다. 단순 빈도수에 기반해
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
탕으로 수정해 주는 지표이다. TF는 문서 내의 특정 단
어의 빈도수이며 DF는 여러 문서 안의 특정 단어 빈도
수이다. IDF는 DF의 역수이며 DF가 커질수록 TF-IDF
는 작아진다[45][46]. 단순 빈도수와 비교하여 너무 많
은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요도에 있어서 패널티의 
형식으로 보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리뷰
에서 핵심어 추출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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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



  문서에서 단어의출현빈도
  문서의수
  단어가발생하는문서의수

4. 토픽모델링 : LDA
토픽모델링은 텍스트를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토픽모델링을 설명하는 구성요소는 문서와 
주제와 단어이다. 분석의 단위는 문서이며 문서가 모인 
문서 집합은 코퍼스(corpus)가 된다. 문서 안의 토픽을 
분석하며 도출된 토픽은 단어로 구성된다[47]. 토픽모
델링을 이용하여 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도출된 주
제의 비중을 알 수 있고, 토픽을 설명하는 가장 확률 높
은 단어군을 도출한다. 토픽모델링 방법론으서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사전확률과 사후확
률로 설명되는 베이즈 추론에 바탕을 두고 문서에 존재
하는 토픽을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이다[48]. 각 
문서에 어떤 토픽이 존재하는지 확률적으로 추론한다. 
사전확률로서 문서의 주제분포와 주제의 단어분포가 
존재하며 이 두 분포 모두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는 것
으로 가정한다. 즉 LDA는 디리클레 분포를 사용하는 
토픽모델링 방법의 하나이다[49]. 이 방법론은 복잡한 
확률식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깁스샘플링
기법(Gibbs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은닉된 
잠재변인을 추론한다[50]. 이 연구에서는 깁스샘플링방
법을 사용하고, 반복 1000회, 주요 파라미터인 알파는 
0.01을 기준으로 LDA를 실행하여 분석한다. 토픽모델
링은 대량 문서에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론으로서 이 
연구에서 리뷰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5.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개체들을 여러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다

차원 공간에서 유사 특성을 가진 개체끼리 묶는 방법이
다. 통계적으로 개체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군집을 찾고 
자료를 요약하는 탐색적인 자료 분석 방법의 하나다. 
개체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유사성 거리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서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개체들을 동
질적인 집단으로 군집화한다. 핵심어 군집화의 비지도

학습 방법론으로서 리뷰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론
이다. 군집분석은 비교 시 사용할 변수 선정의 문제, 유
사성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동질적인 집단으로 
군집화할지에 대한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군집분석의 
방법론 중에 K-means 군집분석은  각각의 점이(point) 
다른 중심보다 해당 군집의 중심에 가까운 경우 특정 
군집에 속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분화(Bisecting) 
K-means는 K-means 군집분석을 변형한 것으로 문
서 처리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선책을 희생하면서 계산 요구를 줄이는 방법론이다
[51].

IV. 결과 

1. 기술적 통계
카테고리별로 유형1은 8,311개, 유형2는 8,128개, 

유형3은 8,459개로 비슷한 리뷰 개수를 설정하였다. 
리뷰 개수는 유사한 크기로 설계하였지만 각 유형별 사
용된 단어의 수는 차이를 보인다. 하드웨어 제품에 대
한 리뷰 단어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이 많으며 이
것은 대부분 하드웨어 제품의 리뷰가 길게 작성된 것에 
기인한다. 

표 2. 상품유형별 분석리뷰 개요
구분 리뷰수 단어수 평균단어수

유형 1 
(복수: Hardware)

8,311 1,128,358 136

유형 2
(복수: Service)

8,128 432,291 53

유형 3 
(단일: Amazon Echo)

8,459 546,697 65

총 리뷰수 24,898 2,107,346 85

각 제품유형별로 TF-IDF 기준으로 키워드를 20위까
지 선별하였다. [표 3]에서처럼 서비스(Service)에 특화
된 단어로 service, job, professional, recommend, 
technician, arrive, hour, install, excellent 등이 도
출되었고, Amazon Echo에서는 play, device, ask, 
home, question, listen이 차별적으로 도출되었다. 
amazon echo의 특성이 ask, home, question 등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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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T-lab plus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하였

다. LDA와 깁스샘플링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토픽의 
수인 K의 수를 변화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비교적 
토픽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은 수의 토픽으로 결
정하였다(k=10). 토픽모델링 결과는 세 유형 모두 상품
의 종류 또는 서비스의 특징별로 토픽이 도출되는 특징
을 보였다.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 요리, 부엌의 팬, 헤드
폰, 방의 온도, 조명, 세탁기 관련된 제품별로 토픽이 도
출되었으며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추천, 가족, 고객서
비스에 관련된 토픽이 도출되었다. 

서비스 상품의 경우 상품 종류 측면에서 카펫, 집, 설
치와 관련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공급자와 숙련공 고
객, 시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토픽으로서 professional, technician이 도출되었다. 

아마존 에코로 분석한 세 번째 유형은 아마존 에코의 
상품이 보유하는 특성으로 app, 질문과 응답, 아침, 와
이파이, 방, 오디오, 선물, 음악, 스피커 등의 토픽이 도
출되었다. 

표 4.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 하드웨어 제품 서비스 하드웨어 

서비스
 융합 상품

1 cook provider 
customer

app

2 fan carpet question and 
answer

3 headphone time morning
4 recommend house WIFI
5 family installation room
6 light great audio
7 buy-spend professional Google Apple
8 customer 

service
satisfy gift

9 cool-hot technician music
10 washer handyman speaker

세 유형 상품의 토픽모델링은 개별 상품의 특성을 묘
사하는 단어 중심으로 도출되었으며 중첩되는 측면이 
강했다. 

이 연구의 연구 질문에서 제기된 각각 제품유형별 리
뷰의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각각의 유형 
리뷰에 사용된 차별화된 형용사와 동사를 토픽모델링
을 구성하는 단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
였다. 세 유형의 상품별로 완전히 배타적으로 1개의 상
품유형에서만 출현하는 단어와 두 분야에서 동시에 출
현하는 단어, 세 분야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를 정
리하면 [표 5]와 같이 차별적 사용예를 보여 준다. 하드

표 3. 각 상품 유형별 키워드 빈도수(Top 20)
HW분야 Freq. Service분야 Freq. Amazon Echo Freq.

1 good 4340 service 4726 sound 4747
2 work 4163 job 3559 love 3435
3 buy 3656 time 3536 good 2972
4 great 3601 clean 3140 play 2856
5 unit 3243 work 2969 great 2571
6 sound 3156 great 2512 device 1937
7 time 3087 professional 2455 ask 1898
8 pressure 2985 recommend 1893 work 1739
9 love 2746 technician 1711 dot 1631
10 easy 2567 arrive 1597 buy 1611
11 air 2549 hour 1292 quality 1547
12 instant 2272 good 1209 home 1325
13 room 2269 install 1207 time 1249
14 need 2114 need 1184 question 1220
15 cool 2106 excellent 1155 listen 1124
16 day 1956 highly 1023 product 1117
17 purchase 1926 definitely 1019 need 1044
18 quality 1875 complete 951 know 999
19 product 1818 call 942 generation 982
20 cancel 1781 home 926 easy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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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제품에 특화된 형용사로 huge, portable, 동사로 
charge, enjoy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서비스 상품의 
경우 동사 중에서는 expect, exceed, explain, 
perform, repair, estimate가 사람에 의한 서비스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으며, 형용사 중에는 사람에 의한 
서비스의 능력치와 전문성,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로써 
competent, efficient, friendly, courteous, knowledgeable, 
neat, outstanding, polite, professional, super, 
timely, young이 특징적인 단어로 도출되었다. 아마존 
에코에 해당하는 3유형에서는 사용하는 장면묘사를 중
심으로 command, listen, respond와 같은 동사가 도
출되었고, ICT융합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difficult
의 부정적 의미의 단어도 보이지만, favorite, fine, 

fun, nice, smart, unlimited, useful등의 긍정적 의
미의 형용사가 많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단어 중에서 서비스 상품에서 차별적으로 등
장하는 professional에 대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주목
할 단어로서 특별히 맥락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 이 
단어와 동시 출현하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professional에 선행하는 키워드는 time, 
friendly, polite이, 후행하는 단어로는 courteous와 
friendly가 빈도수 측면에서 가까운 핵심어로 도출되었
다. 선행과 후행에 따른 차이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
으며 서비스 공급자의 행태와 관련된 긍정적 의미의 단
어와 동시출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5. 토픽모델링에 사용된 각 상품 유형별 형용사, 동사 비교
구분 HW Service amazon 

echo
동사 형용사

Type1 √ allow, charge, cover, decide, end up, 
enjoy, forget, hang, hear, mean, 
order, pay, replace, spin, surprise, 
think, wait, watch, wish

at first, cold, comfortable, dry, good, great, hot, 
huge, instant, outside, portable, powerful, pretty, 
quiet, real, simple, slow 

Type2 √ able to, arrive, assemble, check, 
clean up, confirm, estimate, exceed, 
expect, explain, hire, inform, meet, 
notify, perform, repair, review, 
satisfy, sure, thank

clean, competent, courteous, deep, dirty, early, 
efficient, entire, friendly, knowledgeable, neat, 
necessary, outstanding, personable, pleasant, 
polite, professional, punctual, reasonable, super, 
thorough, timely,  young

Type3 √ change, command, continue, control, 
figure out, improve, list, listen, play, 
question, reminder, respond, talk, 
upgrade

bad, basic, clear, decent, difficult, favorite, fine, 
fun, large, multiple, nice, original, prime,  short, 
smart, specific, trying, unlimited, useful 

Type4 √ √ amaze, buy, install, recommend, 
return, stay

easy, extremely, perfect

Type5 √ √ answer, help, know, purchase, start, 
tell

excellent, fast, glad, happy, helpful, long, small, 
wonderful, worth

Type6 √ √ call, feel, recommend, support, 
update

cool, low, wrong

Type7 √ √ √ impress, receive, send, set, spend awesome, definitely, fantastic, high, old, quick

그림 2. Professional의 선후행 단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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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집분석
총 24,898의 리뷰를 동일한 수의 문서(documents)

로 인식하여 비지도학습의 하나인 이분화(bisecting) 
K-means의 방법으로 군집화를 실시하였다. 동시 출현
의 최소값은 2로 하였고 클러스터의 최대 상한은 10개
를 넘지 않도록 모델링 하였다. 군집을 이루게 한 잠재
요인 (latent factor)은 2개로 도출되었으며 2개의 잠
재요인에 의해 3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하드웨어 상
품은 군집1(53.97%)에 서비스 상품은 군집2(98.85%)
에, ICT 제품서비스융합상품으로 간주한 amazon 
echo는 군집3(67.01%)에 대부분 포함되었다[표 6][그
림 3]. Service분야의 리뷰가 군집2에 속한 비중이 
HW가 군집1에, Amazon echo가 군집3에 속한 비중
보다 월등하게 높다. 군집1은 전체의 31.58%를 차지하
고 있으며 군집을 이루는 핵심어 역시 하드웨어 상품 

중심의 cook, pot headphone 등의 제품과 이에 대한 
특성인 sound, pressure, noise, quality 등의 핵심어
로 구성되었다. 군집2는 전체의 35.18%를 차지하였으
며 service와 관련된 리뷰 단어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서비스의 주제를 암시하는 clean, install 등의 단어와 
서비스 수행의 행태와 관련된 professional, technician, 
arrived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군집3은 전체의 33.23%
를 차지하였고 Amazon echo 서비스의 내용으로 추정
되는 단어로서 music, weather등의 단어와 하드웨어 
제품 중의 Vorando제품과 관련된 air, fan 등의 단어
가 같이 등장하였다[표 7]. 

통계적 유의성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성적인 해석이
지만 연구문제로 제기한 각 상품 분야별로 차별적인 리
뷰로 구성될 것이라는 가설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지
지되고 있다. 

표 6. 상품형태별 리뷰의 군집비중
군집1 군집2 군집3 Total

HW 53.97% 16.96% 29.07% 100%

Service 0.57% 98.85% 0.58% 100%

Amazon Echo 24.21% 8.78% 67.01% 100%

Total 31.58% 35.18% 33.23% 100%

표 7. 군집별 핵심 키워드 비중
Lemma X2 Lemma X2 Lemma X2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1 cook 6723 service 11759 ALEXA 4586

2 pot 6339 job 7098 play 3998

3 pressure 4679 professional 5560 music 3200

4 cooker 4400 clean 4812 room 3011

5 headphone 4042 technician 3931 air 2957

6 sound 3833 arrive 3332 cool 2638

7 instant 3193 recommend 2842 fan 2582

8 noise 22612 time 2127 Echo 1995

9 quality 2490 install 2081 weather 1414

10 cancel 2384 highly 2050 hose 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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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와 결론 

이 연구는 소비자 리뷰는 세 가지 상품유형별로 서로 
다른 주제와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연구 질문에서 시
작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텍스트로 작성된 리뷰를 
상품을 기획하거나 개선할 때 또는 마케팅 방향성을 설
정할 때 실무자들이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이다. TF-IDF를 통해서 도출한 핵심어를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하드웨어 제품 리뷰와 비교하여 차별
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나타났다. professional, 
technician, recommend 와 같은 단어들은 서비스 
상품의 리뷰에서만 등장했다. 또한, 서비스 상품 분야의 
리뷰에서 excellent, definitely 등과 같이 좀 더 강한 
수식어가 사용되었다. 하드웨어 상품보다 서비스 분야
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선호가 좀 더 극단적으로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다고 평가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모델링을 통해서 도출한 토픽들은 제품과 서비
스의 특성을 의미하는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상
품의 리뷰에서 도출된 공급자, 숙련공, 고객, 시간, 서비

스를 공급하는 사람의 우수성을 의미하는 토픽으로서 
professional, technician와 같은 핵심어가 도출되었
다. 이와 같은 토픽은 특별히 하드웨어 상품의 리뷰와 
차별성을 보인다. 서비스 상품 리뷰에서 등장한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과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다. 

토픽모델링을 구성하는 형용사와 동사의 사용현황에
서도 상품기획자들이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이 존
재한다. favorite, fine, fun, nice, smart, unlimited, 
useful 등의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는 특별히 아마존 에
코 리뷰에서 등장하여 토픽을 구성한다. 특별히 기능적
으로 unlimited, smart한 서비스와 기능과 동시에 
fun한 제품의 속성은 Amazon echo의 후속 제품을 
기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어들이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서 전체 리뷰가 3개의 집
단으로 군집화되었으며 3개의 상품유형별 리뷰가 비교
적 서로 다른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
히 서비스 상품에 대한 리뷰는 그 댓글이 군집2에 대부
분 속함으로써 다른 리뷰에 비교하여 구별되는 차별성
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군집분석 결과(3군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7326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상품유형별로 세 가지로 구분
된 카테고리의 댓글은 차별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
는가? 라는 연구 질문은 통계적인 가설 검정의 수준은 
아니지만, (i) TF-IDF에 의한 핵심어, (ii) 토픽모델링의 
주제, (iii) 토픽모델링에 배타적으로 사용된 동사와 형
용사, (iv) 군집분석을 통해서 지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영학의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하드웨어 제품과 구별되는 서비스 사용자의 니즈 탐구
에 차별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융합제품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이 된 아마존 상
품 리뷰가 전체 소비자 리뷰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와 
세 가지 분류를 대표하는 상품 리뷰가 가지는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 가지 유형의 리뷰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 선행연구와 참여 전문가의 의견
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연구의 대상이 된 리뷰가 완전
히 모집단을 대표하지는 못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유
형인 ICT 제품 서비스 융합 형태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아마존 에코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런 형태를 ICT분
야의 제품서비스융합상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연구
자의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이 지적하는, 시사점이 가장 필요한 유형을 선
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채택하였고, ICT분야로 한정하
여 하드웨어 서비스융합 상품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두 
번째의 한계는 이 연구의 데이터 전처리의 문제에서 비
롯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모티콘과 이와 유사한 의성어 
의태어 등의 새로운 신조어는 제거하여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단어들도 일정 부분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에는 이러한 기호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밝히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
분은 적용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의 한계는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을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과 정성적 해
석으로 탐구하려고 하였으나 가설검정 수준으로 통계
적 유의성으로 증명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실무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상품은 상품기획 진행 시 소비자 니즈의 발굴과 니즈의 

상품에의 반영이 이루어진 상품들이다. 소비자 니즈는 
소비자가 말하는 것(saying)과 행동하는 것(doing)으
로 부터 발굴하며 전자는 각종 인터뷰 기법으로 후자는 
관찰(observation)을 통하여 진행한다. 전자의 경우 인
터뷰의 산출물은 텍스트 스크립트(script)가 되며 이것
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제품에 반영
한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소비자 니즈의 발굴은 정성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발굴하던 기존의 연구에 
정량화를 통한 정교한 발굴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웹이나 앱에서 소비자의 텍스트로 표현된 니즈는 그 양
의 반대함으로 인하여 정성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텍스트의 정량화
를 통한 소비자 니즈 탐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각 상
품의 형태별로, 특별히 서비스가 융합된 상품을 포함하
여 각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어떤 텍스트로 표
현되는지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기반의 제품 니즈 연구
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제품의 리뷰가 존재하는 모든 텍스
트로 분석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하드웨어 제품과 단
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 
여행과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카
테고리별 해석의 준거 틀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
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행동 분석 
틀을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그대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변형하여 사
용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빅데이터 누적은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발휘한다. 데
이터로서의 텍스트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작
성된 시점이 언제 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제품, 서비스, ICT분야의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결합 상품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
자 리뷰의 모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해석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원형(prototype)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리뷰는 각
종 리뷰 사이트, 블로그를 포함한 다양한 SNS(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로부터 수집될 것이며 후학들
은 다양한 대상별 (SNS의 종류)로 차이 나는 언어의 표
현을 분석하여 정리한다면 매체별로 특화된 다양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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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형태와 기간별 
표현의 차이, 특별히 리뷰를 작성하는 소비자의 컨텍스
트(context)가 반영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소비
자 니즈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의 소비자행동에 
관현 연구는 소비전, 소비중, 소비후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러한 자료를 
획득해서 연구 성과로 창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리뷰를 작성한 시점과 어떠한 컨텍스트
(context) 상황 인지가 표현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면 연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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