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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적발이 증가하면서 SNS를 통해 브랜드

를 선택함에 있어 신뢰도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게시글을 크롤링 하여 수집된 게시물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한다. 불용어 사전을 구축해 불용어를 제거해준 

뒤 브랜드 추출을 진행하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개에 대한 게시글 데이터를 수집한다. 5개 브랜드의 신뢰

도 측정을 위해 게시글, 해시태그, 계정명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라벨링 처리를 한다. 라벨링 된 열을 통해 절

대적 수치로 점수를 부여하여 백분율로 점수를 표현한다. 신뢰도 점수와 더불어 브랜드의 고객 참여도 건수

를 같이 명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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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와 시장

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그에 대한 불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 SNS를 악용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적발 수는 1,000건에 이른다. 과대광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측정이 필요하다.

II. Preliminaries

2.1 인스타그램 특성

인스타그램(Instagram) 포스팅은 해시태그(#)와 함께 사용자의 

경험 및 활동의 흔적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쳐 제품이나 브랜드 등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

2.2 국내 선행 연구

위치 해시태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비 트렌드를 분석[2]하

거나 해시태그에 표현된 감정 어휘를 기준으로 사전을 구축해 감정 

분석[3]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III. 해시태그 분석

3.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웹 크롤링 기법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통해 인기 게시물 데이터와 최근 게시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상위 데이터는 총 개이며, 하위 데이터는 브랜드별로 5,000개이다.

3.2 데이터 전처리

3.2.1 브랜드 추출

3.1에서 언급한 상위 데이터에서 브랜드 5개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hastags’ 열(Column)에서 불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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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후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NLTK를 사용하여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인기 브랜드 5개를 추출하였다.

3.2.2 데이터 라벨링

3.2.1에서 상위 5개 브랜드를 추출 후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수집한 

데이터로 신뢰도 측정을 위해 Table 1과 같은 기준으로 라벨링을 

처리하였다.

라벨링 열 사유

is_ad
게시글과 해시태그에 광고성이 있는 

특정 단어나 의미가 들어갔을 경우

is_brand_name 계정명에 브랜드 명이 포함될 경우

is_duplicate 동일계정이 2개 이상 게시했을 경우

is_doubt

광고글이 아니고 계정명에 브랜드 명

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동일 계정이 

여러 번 게시했을 경우

Table 1. 라벨링 열 이름과 라벨처리 사유

3.3 연관키워드 추출

5개 브랜드 별로 ‘content’, ‘hastags’ 열(Column)에서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Mecab로 감정을 나타내는 MAG(부사), VA(형용사), 

XR(어근)을 추출하고, Soynlp를 사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여 

WordCloud로 브랜드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시각화하였다.

3.4 브랜드 신뢰도 평가 구축

‘중복성’, ‘브랜드 계정’, ‘광고’ 순으로 신뢰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Table 2에 따라 절대적 수치로 점수를 부여한 후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is_ad is_brand_name is_duplicate 점수

0 0 0 7

1 0 0 6

0 1 0 5

1 1 0 4

0 1 1 3

1 0 1 2

0 0 1 1

Table 2. 점수 측정 기준

IV. Conclusions

인스타그램 건강기능식품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리뷰데이터에 

비해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 건수가 더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마케팅임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체험’, ‘리뷰’, ‘후기’와 같은 

‘고객참여도’ 데이터 건수도 같이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브랜드 점수(고객참여) 연관키워드

건강한가 39.15(754)

뉴트리라이트 34.94(1057)

애터미 32.88(386)

유사나 31.36(320)

뉴트리션 28.5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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