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288-4866 (Print)
ISSN 2288-4882 (Online)
http://www.jiisonline.org

J Intell Inform Syst 2019 December: 25(4): 67~88 http://dx.doi.org/10.13088/jiis.2019.25.4.067

67

웹툰 콘텐츠 추천을 위한 소비자 감성 패턴 맵 개발*

이준식
국민대학교
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
(haeone9303@naver.com)

박도형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비즈니스 IT 전문대학원
(dohyungpark@kookmin.ac.kr)

․․․․․․․․․․․․․․․․․․․․․․․․․․․․․․․․․․․․․․․․․․․․․․․․․․․․․․․․․․․․․․․․․․․․․․․․․․․․․․․․․․․․․

웹툰은 인터넷의 특징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만화 콘텐츠를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 가능한 형태로 
유통하는 한국형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다. 최근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웹툰 콘텐츠의 공급량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웹툰 콘텐츠 추천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웹툰은 회화적 요소와 문
학적 요소, 디지털 요소의 복합적 산물로서, 독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고 웹툰이 연출하는 상황에 이입․
공감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다. 따라서 웹툰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감
성이 소비자가 웹툰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소비자 감성을 중심으로, 웹툰 콘텐츠의 효과적인 추천을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 감성 패턴 
맵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200개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소비자 감성어휘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제외한 127개 작품에 대
해 488개의 감성어휘가 수집되었다. 이후 수집된 감성어휘들 간 유사감성 통합, 중복감성 배제 과정을 
Bottom-up 접근으로 수행하여 총 63개 감성유형으로 축소된 웹툰 특화 감성지표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감성지
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웹툰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3개의 중요 차원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
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전체 웹툰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웹툰-감성 
2-Mod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웹툰 유형별로 나타나는 감성 패턴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웹툰 유형별 인사이트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웹툰의 추천 및 분류의 영역에서 소비자 감성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웹툰 생태계 내 구성원들이 소비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감성분석,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감성, 웹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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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매출에서 만화 

콘텐츠가 차지하는 매출액은 약 1조 1천 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9). 만화는 원천 콘텐츠로써 소비될 뿐만 아

니라, 영화, 드라마, 캐릭터 상품, 음원,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영역으로 OSMU(One-Source 
Multi-Use)가 활발히 이루어져 다른 콘텐츠 산업

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콘텐츠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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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블 코믹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어
벤저스 : 엔드 게임’이 국내 상영 8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동원하고, 또다른 만화 원작의 영화 ‘신
과 함께’ 시리즈가 2017년 1,400만 관객, 2018년 

1,2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만화산업의 높은 잠재가치와 파급력은 

주목할 만하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ICT 기술의 급격한 발

전에 맞물려, 만화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만화시장에서 주류를 이

루던 출판만화는 성장세가 둔화하는 반면 디지

털 만화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

에서도 한국형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웹툰

(Webtoon)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웹툰은 

글로벌 만화시장에서 콘텐츠 한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8년 1분기 국내 웹툰 서비스 ‘레진코믹스’가 

미국의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일본의 ‘소
년 점프’를 넘어서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만화 

부문 어플리케이션 중 최고매출 순위 1위를 기

록했으며, 또 다른 국내 웹툰 서비스인 ‘네이버 

웹툰’은 2019년 1분기 글로벌 MAU(Monthly 
Active Users)가 5,500만 명(해외 3,300만 명)을 

돌파하여 전년 동기 대비 900만 명 이상 증가했

다고 발표했다.
웹툰의 공급 역시 웹툰의 성장세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웹툰 분석 전문지 ‘웹툰 인사이

트’가 제공하는 통계에 의하면 2019년 4월 기준 

국내의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 ‘네이버 웹툰’의 

누적 연재 작품 수는 880편이며, 국내 웹툰 플랫

폼 전체에서 연재된 누적 작품 수는 9,788편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웹툰 공급이 크게 증

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웹툰

을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향에 맞

지 않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부정적 경험을 하

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의 성

향을 고려하여 웹툰을 맞춤 추천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웹툰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감성

이 소비자가 웹툰을 소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

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웹툰은 회화적 

요소, 문학적 요소, 디지털 요소가 복합된 디지

털 콘텐츠 상품이다. 소비자는 웹툰을 소비하며 

웹툰의 연출, 스토리에 공감하거나 이입하고, 웹
툰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 SNS
를 통해 실시간으로 표출한다. 소비자의 감성은 

소비자의 인지, 태도, 만족,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Westbrook & Oliver, 
1991; Sheth et al., 1999; Chaudhuri, 2006). 웹툰

을 향유하는 소비자들이 표출하는 감성의 패턴

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향후 웹툰 추천 방법

론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툰 콘텐츠 추천에 활용하

기 위한 소비자 감성 패턴 맵 개발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소비자 감성 

패턴 맵 개발이란 ‘웹툰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발

생한 소비자 감성 데이터의 패턴을 도출하고, 도
출한 패턴을 웹툰 생태계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에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 상의 소비자 감성 데

이터를 수집하여 웹툰 도메인에 특화된 감성지

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감성 성격이 유사한 

작품으로 웹툰의 유형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

류하며,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해석을 복합하

여 각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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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웹툰의 정의와 특징

웹툰은 웹(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

(Cartoon)의 합성어로, 웹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

된 인터넷 만화를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기존 만

화와 구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Kim, 
2014). 온라인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발간되는 만

화라는 점에서 디지털 만화(Digital Comics), 웹 

코믹스(Web Comics)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

기도 하나, 이들 용어와 웹툰 간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 서로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만화는 “디지털 데이터로 제작, 혹은 

변환되어 디지털 미디어 구현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전달되는 만화”를 의미한다(McCloud, 2000).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 전문 그래픽 툴을 이용

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만화나, 출판만화

를 스캔하여 데이터로 변환하는 ‘스캔 만화’를 

포괄한다.
웹 코믹스는 디지털 만화의 일종으로 “웹 브

라우저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만화”를 

의미한다(Kim, 2008). ‘스캔 만화’를 웹을 통해 

보여주는 ‘뷰어 만화’, 아마추어 작가들이 인터

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창작 만화를 비롯하여, 웹 환경에 맞춰 제작된 

‘웹툰’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웹툰은 ‘인터넷의 특징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만화 콘텐츠를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 

가능한 형태로 유통하는 한국형 디지털 만화 플

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화 되어 인터

넷을 통해 배포된다는 점에서 웹툰은 디지털 만

화나 웹 코믹스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해외에서 디지털 만화가 출판을 대신하는 대

안적 유통창구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웹

툰은 여타 디지털 만화와는 차별화되는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웹툰이 갖는 특징은 크게 플

랫폼 차원과 감성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플랫폼 차원에서 웹툰의 첫번째 특징은 웹툰

이 웹의 성격에 맞게 특화된 만화와 ICT 기술의 

유기적 융합체라는 점이다(Kim et al., 2013). 디
지털 환경에서 보여지는 웹툰은 지면상에 표현

되는 출판만화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실험적 시

도가 가능하다. 웹툰은 종스크롤 방식의 컷 구성, 
플래시 애니메이션 및 3D 입체효과를 이용한 반

전적 연출, 스마트폰 터치를 이용한 줌인․아웃 

및 페이드인․아웃 등의 영화적 기법, 웹툰 중간 

배경음악 삽입을 통한 분위기 조성 등의 역동적

인 연출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감

성을 유발하고 소비자를 웹툰에 몰입시킨다.
두 번째 특징은 웹툰 플랫폼만의 독특한 인큐

베이팅 제도이다. 네이버 웹툰의 ‘도전만화’, ‘베
스트도전’의 예와 같이, 웹툰 생태계에는 상시적

으로 운영되는 아마추어 리그 플랫폼이 존재한

다. 이들은 프로작가 플랫폼과 동일하게 평점, 
댓글을 통한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웹툰 플랫폼 편집

자는 아마추어 리그 작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작가와의 계약 

및 연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웹툰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감성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면, 아마추어 리그 작품의 

정식연재를 검토해야하는 의사결정자가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성적 차원에서 웹툰의 첫번째 특징은 일상

성이다. 많은 웹툰이 기존 상업만화에서 잘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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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던 일상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웹툰의 출발배

경이 아마추어 작가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야

기를 커뮤니티, 개인 홈페이지에 만화로 풀어내

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Park, 2015). 또한, 소
비자는 웹툰을 대표적인 무료 콘텐츠, 프리코노

믹스(Freeconomics) 사례로 인식한다. 웹툰이 주

로 포털 서비스 업체의 자사 서비스 이용률 제고

를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 제공되는 마중물 콘텐

츠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웹툰은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가시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한 

회차의 분량이 길지 않다는 특징에 힘입어 일상

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스낵컬쳐 콘텐츠로 인

식된다.
두 번째 특징은 연결성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웹툰은 무료 콘텐츠라는 인식이 강하며, 웹 

및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빠르게 배포되고 확산

된다. 따라서 웹툰은 단행본을 구매하고 물리적

으로 소유해야 하는 출판만화와 달리 인터넷 환

경 하에서 쉽게 공유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

이 이용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이나 감성을 갖게 

된 웹툰을 다른 소비자에게 쉽게 추천하고 공유

할 수 있는 한편, 웹툰을 이용하면서 소비자가 

느낀 부정적 경험이나 감성 또한 다른 소비자에

게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상호작용성이다. 웹툰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별점,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

생하고 플랫폼 상에 공개된다. 웹툰은 소비자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댓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작가와 독자 간 상호작용이 쉽

고 원활하다.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는 웹을 통해 

전달된 소비자의 반응이나 평가를 수용하고, 다
음 연재분에서 소비자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

하여 작품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작가

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한 

출판만화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웹툰이 지닌 높

은 상호작용성은, 연재 초기에 큰 반응을 얻지 

못한 웹툰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표출한 감성

이나 반응을 반영하여 작품의 방향성을 조정해

감에 따라 보다 많은 독자에게 작품을 어필하고 

웹툰을 흥행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웹툰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게 다양한 감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웹을 통해 표출한 감성은 성공적인 웹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감성유형을 밝히

고, 이들이 나타내는 패턴이 어떤 의미를 내재하

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2 소비자 감성

감성공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감성

의 정의는 환경 변화나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

해 야기되는 인간 내부의 고차원적인 심리적 체

험으로, 쾌적감, 고급감, 불쾌감 등과 같은 복합

적인 감정이다. 소비자 감성은 소비자의 인지, 
태도, 만족,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Westbrook & Oliver, 1991; Sheth, et al., 1999; 
Chaudhuri, 2006;).

최근에는 빅데이터 및 텍스트 마이닝 기술 발

전에 힘입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e.g. 
SNS 데이터, 검색 트래픽, 제품 및 콘텐츠 리뷰, 
사용 로그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소비자 감성 

기반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Bae 
and Park, 2018; Choi and Park, 2017; Park, 2017; 
Lee et al., 2014). 제품 영역에서 진행된 감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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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 중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감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뷰티 경험을 분석한 Seo et 
al.(2019)의 연구가 소비자 감성이 기업의 마케팅 

언어로 활용되거나 소비자를 위한 제품 추천 알

고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유형의 제품이 아닌 콘텐츠 영역에서 시도된 

감성 관련 연구로는 메타데이터화를 거쳐 추출

된 소비자 감성 요인을 활용하여 이모티콘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 Kim & Park(2018)의 연구와, 
사례기반추론 기법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소비

자들이 지닌 감성과 유사한 감성 패턴을 지닌 음

악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Lee et 
al.(2018)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이들 연구는 소

비자 감성이 추천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써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소비자 감성을 기반으로 지역 상권을 

분석한 Yoo et al.(2018)의 연구에서도 소비자 감

성이 지역 상권의 매출액 상승이나 고용 증진 등

과 같은 목표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

힌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 감성기반 분석 연구

들이 산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되

며, 그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콘텐츠 상품인 

웹툰 영역에서도 감성분석의 활용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웹툰과 관

련된 연구는 웹툰의 시각적, 문학적 요소에 주목

하는 질적 연구나, 웹툰 원작활용을 통한 

OSMU(One Source Multi Use) 확장 전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소비자 감성의 관점에서 웹

툰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웹툰에 대한 소비자 감성분석은 기존에 행해

지던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회수 및 평점, 
인구통계적 정보 등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 방법

이 제공해주지 못했던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웹툰을 선택하는 기준

이나 중요한 고려요소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정보

를 제공하며, 각각의 웹툰 작품에 대해 소비자들

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감성을 밝힘으로써 소

비자 감성에 기반한 전략적 서비스 운영을 보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 감성은 상

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연재작품을 소비자에

게 어필하거나, 웹툰 플랫폼의 신작 웹툰 선발 

및 연재여부 결정, OSMU 제작을 위한 원작 웹

툰 선정 등의 과정에서 흥행 가능성 높은 작품을 

발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3.1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감성 패턴 맵 개발 방법론

의 연구 프로세스는 <Figure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선정된 표본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와 함께, 작품에 대해 소비자가 

SNS에서 표현한 감성어휘를 수집한다. 수집된 

감성어휘를 분석하고자 하는 웹툰 도메인에 대

응시켰을 때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별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별된 감성어휘에 대해 

Bottom-up으로 접근하여 보다 추상적인 상위 감

성으로 통합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

종적으로 웹툰 특화 감성지표를 도출한다. 도출

한 감성지표로부터 웹툰을 유형화하기 위한 기

준변수를 추출한다. 기준변수의 유사도에 근거

하여 비슷한 감성 성격을 가진 웹툰 작품 유형을 

분류하고, 각 웹툰 유형과 감성유형 간 관계를 

보여주는 감성 패턴 맵을 설계한다. 분류된 웹툰 

작품 유형 각각이 가진 차별적 특징을 감성 패턴 

맵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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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Process

3.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으로 2019년 2
월(2019년 2월 1일 ~ 2월 7일) 중 국내 웹툰 플랫

폼인 네이버 웹툰(https://comic.naver.com)에서 

연재가 이루어진 작품 200개를 선정한 후, 작가

명, 소비자 평점 평균, 연재 기간 등 개별 작품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웹툰 작품의 인기, 혹은 작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대변하는 변수로 각 작품에 대한 웹 검색 

트래픽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콘텐

츠의 인기를 표현하기 위한 척도로는 정량적이

고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조회 수’가 채택되나, 
네이버 웹툰은 작품에 대한 누적 조회 수를 일반

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였다. 조회수를 대체하는 변수로 

다수의 연구(Jun and Park, 2013; Jun et al., 2014; 
Kim et al., 2015; Kang and Park, 2016; Jun and 
Park, 2016; Jun and Park, 2017; Park 2017; Choi 
and Park, 2017; Kang et al., 2018; Yoo et al., 
2018)에서 온라인 소비자 행태에 대한 높은 설명

력이 입증된 웹 검색 트래픽 정보가 소비자 관심

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키워드 

검색량 조회 서비스인 SURF(http://surffing.net/)
를 통해 각 작품에 대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발생한 PC 및 모바일 월간 검색 수(2019년 3월 

14일 기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소비자가 웹툰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감성을 

파악하기 위해 웹 및 SNS 상에서 소비자가 웹툰

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감성어휘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각 웹툰 작품에 대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3개월 기간 동안 작성된 SNS 
포스트에서 출현한 감성어휘 및 어휘별 출현빈

도를 추출하였다.
검색량 및 감성어휘 수집을 진행하는 단계에

서 문서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고, 실제 소비

자의 웹 검색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웹툰명이 괄

호, 특수문자, 한자를 포함하는 경우(ex. ‘위장불

륜(僞裝不倫)’) 특수문자를 제외하여 검색하는 

등 일부 변동을 주어 검색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소비자 감성을 정제하고 분석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분석 품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정된 작품 중 일부를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될 작품 리스트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시즌 단위로 연재되는 

‘시즌제 작품’이나 과거 완결된 작품을 다시 연

재하는 ‘재연재 작품’처럼 소비자가 과거 연재분

을 구독했을 때 느낀 정서가 현재의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완결 작품’
과 같이 완결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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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Emotive Adjective

감동없다 단순하다 무겁다 섹시하다 유치하다 진부하다

감동적이다 닮고싶다 무섭다 슬프다 이롭다 찌질하다

공감된다 답답하다 뭉클하다 싫다 잉여스럽다 처참하다

과하다 독특하다 부담없다 아름답다 잔인하다 충분하다

귀엽다 두근거리다 부드럽다 압도적이다 잘생기다 친근하다

기대된다 뚜렷하다 부족하다 어긋나다 재미없다 평범하다

깔끔하다 막장이다 빈약하다 어렵다 재미있다 풋풋하다

나쁘지않다 매끄럽다 빠르다 어지럽다 적당하다 혐오하다

낭만적이다 멋있다 삭막하다 엉뚱하다 좋다 화나다

놀랍다 명랑하다 설레다 우아하다 지저분하다 훈훈하다

느리다 못생기다 이상하다

<Table 1> Extracted Emotive Adjective Index

느낀 감정이 희석되는 경우, 연재 개시 3개월 미

만인 ‘신작 웹툰’이나 대중적 관심을 적게 받아 

감성어휘가 10개 미만으로 출현한 작품 등 감성 

패턴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들

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소설, 출판만

화, 영화 등 타 원작으로부터 파생되어 원작의 

영향을 받는 ‘OSMU 작품’, 다수의 작가가 참여

하여 일관된 감성이 나타나지 않는 ‘릴레이 웹

툰’, 특정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 웹툰’, 범용적이고 일상적으로 검색되는 

단어나 문장으로 작명된 작품(ex. ‘내일’, ‘수학 

잘하는 법’, ‘스터디그룹’)들의 경우에도 웹툰 자

체가 지닌 정서가 아닌 웹툰 외적인 요소에 의해 

감성어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분석대상 127개 작품에 대

하여 488개의 감성어휘를 추출하였으며, 수집된 

개별 감성을 Bottom-up 접근으로 상위수준의 형

용사로 추상화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추출된 

감성어휘 간에는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어

휘들이 존재하며, 웹툰 도메인 내에서 해석이 어

려운 어휘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감성어휘를 

통합하고 분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성어

휘의 해석가능여부는 각 감성어휘를 웹툰 자체 

혹은 웹툰의 구성요소와 대응시켰을 때 의미 있

는 문장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

별하였다. 구체적으로 ‘A는 B하다(이다, 되다)’
라는 문장 구조에서, A에는 웹툰, 묘사, 화풍, 디
자인, 연출, 스토리, 등장인물, 전개, 연재분량과 

같이 웹툰 자체나 웹툰을 구성하는 시각적 ․ 문

학적 요소, 소비자가 웹툰에 대해 평가하는 요소

를 대입하고, B에는 수집된 감성어휘를 대입하

였을 때 문장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감성어휘를 

제거하였다. 판별을 마친 어휘들에 대하여 동의

어나 유의어와 같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들을 상위 표현수준의 형용사로 통합

하여 63개 감성유형으로 축소된 웹툰 특화 감성

지표를 <Table 1>와 같이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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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Factor Analysis

Factor Loading Com. Eigenvalue % of Variance

Immersion

빠르다 0.853 0.074 0.224 0.783

2.278 28.474
부족하다 0.831 0.004 0.051 0.693

놀랍다 0.711 0.404 -0.126 0.684

기대된다 0.538 0.003 -0.178 0.321

Touch
감동적이다 0.237 0.840 -0.111 0.775

1.594 19.920
설레다 -0.047 0.840 0.109 0.720

Irritant
무섭다 -0.069 0.077 0.789 0.633

1.354 16.919
답답하다 0.045 -0.078 0.779 0.616

Note: KMO = 0.57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 = 247.158, df = 28, p = 0.000)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도출된 감성지표에 기반하여 유사한 소비자 감

성을 가진 웹툰들의 클러스터를 분류하고, 각 클

러스터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감성 패턴의 차

이와 클러스터의 차별적 특징에 따라 웹툰 클러

스터를 프로파일링 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4.1 감성지표 요인분석

도출된 63개 감성유형 전체를 투입하여 웹툰

을 클러스터링 할 경우, 변수의 수가 많으므로 

어떤 감성요인이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는지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는 63개 감성유형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감성유형 간 숨어있는 공

통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웹툰의 유형

을 지각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는 요

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요인추출에는 베리멕스 

요인회전을 적용한 주성분 분석(PCA)이 이용되

었다. 웹툰을 분류하기 위한 큰 기준 축을 찾는 

것이 요인분석의 목적이므로, 웹툰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 감성은 분석

에서 배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127개 작품 

중 10개 미만의 소수 작품에서만 출현하는 감성, 
‘좋다’, ‘재미있다’ 등 작품에 대한 선호나 호불

호를 나타내는 감성, ‘아름답다’, ‘못생기다’, ‘매
끄럽다’ 등 웹툰 도메인만의 고유한 감성이 아닌 

디자인적 요소의 평가에 대한 감성, 그 외 요인

적재량이 낮아 요인을 구성하지 못하는 감성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며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웹툰 분류 기준변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8개의 

감성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3개의 주요한 요인을 도출할 수 있

었다. 요인을 구성하는 감성들의 의미와 특성에 

따라 각 요인을 ‘몰입감(Immersion)’, ‘와닿음

(Touch)’, ‘불편감(Irritant)’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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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means Clustering Result of Webtoon based on Sentiment Factors

4.2 소비자 감성 기반의 웹툰 클러스터링

요인분석 결과로 도출한 3개 요인을 구성하는 

8개 감성유형들의 빈도를 각 요인별로 합산한 

후, 각 요인 별 감성 합이 8개 감성 전체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값(0 ~ 1)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K값 및 반복

계산 수를 탐색적으로 조정하며 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4개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을 

때 반복계산 4회에서 군집 중심이 수렴, 전체 

127개 작품 중 기준변수를 이루는 감성이 출현

하지 않은 9개 작품을 제외한 총 118개 작품이 

클러스터에 할당되었다. 분산분석 결과 클러스

터 간 기준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군집 간 차이가 명확하며, 적절

한 케이스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클러스터의 특징은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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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클러스터는 스낵(Snack)으로 명명하

였다. 몰입감이 높게 나타나며, 설렘이나 감동, 
불편함과 같은 감정은 거의 자극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해당 클러스

터는 전개가 빠르고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 
감정이입은 잘 발생하지 않는 오락적이고 스낵

컬쳐 성격이 강한 웹툰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드라마(Drama)로 명명하

였다. 몰입감, 와닿음이 중간 수준이며, 불편감은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적정 수준의 몰입감을 가

지면서 1번 클러스터와 달리 일정 수준의 감정

이입이 나타나, 읽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소재가 반영된 웹툰들이 

주를 이루는 클러스터로 예상된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자극물(Irritant)로 명명하

였다. 4개 클러스터 중 불편감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와닿음은 낮게 나타났다. 해당 클러스터

는 웹툰을 구독하는 소비자가 쉽게 공감하기 어

렵거나, 자극적이고 민감한 소재를 다루어 읽는 

독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웹툰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클러스터는 로맨스(Romance)로 명명

하였다. 와닿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몰입감, 
불편감에 대한 소비자 감성은 나타나지 않는 클

러스터로 확인되었다. 해당 클러스터는 빠른 전

개나 강한 자극보다는 감동, 설레임과 같은 은은

한 정서를 주는 ‘힐링’ 성격을 갖는 웹툰들로 구

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4.3 웹툰 감성 패턴 맵 구축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각 웹툰 유형별로 

출현하는 감성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

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웹툰-감성 2-Mode로 

구성된 클러스터 별 감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였

다. 최초 네트워크 구현 시 4개 클러스터에서 공

통적으로 출현하는 공통감성 14개가 갖는 다수

의 연결 관계로 인해 복잡한 중앙집중형 동심원 

구조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각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웹툰과 감성 간 관계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4개의 공통감성을 소거한 후 감

성 네트워크를 재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클러스

터별 기초 데이터 및 감성 출현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프로파일링 하여 각 클러스터별 주요한 

특징과 전략적 시사점을 담은 웹툰의 감성 패턴 

맵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클러스터인 스낵은 총 64개 웹툰을 포

함하며, 소비자 관심 정도를 대변하는 평균 월 

검색량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소비자

의 만족을 대변하는 평점 평균은 상당히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웹툰들은 소비자

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취

향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무난한 작품들

의 집합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당 클

러스터에 속한 웹툰을 언급할 때 다양한 소비자 

감성이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 감성이 풍부하게 

표현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감성어

휘가 언급되는 빈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해당 

클러스터의 웹툰을 읽을 때 소비자가 깊게 생각

하지 않고 웹툰이 순간적으로 자극하는 감정에 

따라 웹툰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첫 번째 클러스터가 높은 몰

입감을 유발하면서 사용자의 정서를 거의 자극

하지 않는, 빠른 전개의 오락적인 작품, ‘만화다

운 만화’들의 집합이라는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웹툰은 출퇴근 등 짧은 이동시간, 자투리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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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ntiment Pattern Map of ‘Snack’ Cluster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는 현대인

들에게, ‘스낵컬쳐 콘텐츠’로써 웹툰 그 자체의 

역할이 어필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스낵 클러스터의 감성 패턴 맵이 제시하는 인

사이트에 근거하여, 해당 군집에 속한 웹툰들은 

웹툰 그 자체로 많은 소비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낵 클러스터 소속 웹툰들

로 구성된 ‘강화된 웹툰 콘텐츠 유료 결제 수익

모델’이라는 전략 컨셉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낵 클러스터의 웹툰으로 구성된 패키지 

서비스를 결제하면 일반 작품의 1회차 미리보기 

요금을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회차 당 미

리보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유료결제 패키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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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ntiment Pattern Map of ‘Drama’ Cluster

비스’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웹툰 콘텐츠 결제를 

독려하는 등의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클러스터인 드라마는 총 35개 웹툰을 

포함한다. 높은 소비자 관심 정도를 보이며, 소
비자 만족은 조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

자가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웹툰을 언급할 때 다

채로운 감성어를 사용하여, 소비자 감성은 매우 

풍부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감성어가 

언급되는 빈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클러스터인 드라마는 

적정 수준의 몰입감을 가지면서도, 감동적 정서

를 자극하지 않는 첫 번째 클러스터와 달리 소비

자의 피부에 어느 정도 와닿을 수 있는 감성을 

전달하는 웹툰들의 집합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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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ntiment Pattern Map of ‘Irritant’ Cluster

른 클러스터 대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웹툰들의 집합이며, 읽는 독자

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일상적 소재를 반

영한 ‘웹툰 다운 웹툰’, ‘드라마같은 웹툰’들이 

구성의 주를 이루는 클러스터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웹툰은 과장되고 가

벼운 만화적 감성보다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감성을 다채롭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 타 콘텐츠로의 OSMU 확
장 시 제약이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웹툰 

원작을 활용한 OSMU 콘텐츠의 제작을 염두에 

두는 제작자는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는 웹툰 원

작이 본 감성 패턴 맵을 구성하는 클러스터에 소

속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의사결정기준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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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ntiment Pattern Map of ‘Romance’ Cluster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클러스터인 자극물은 총 11개 웹툰을 

포함하며, 평균 월 검색량으로 대변되는 소비자 

관심은 매우 낮은 반면, 평점 평균으로 대변되는 

소비자 만족은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감성

어의 언급 빈도는 다소 낮은 편이나, 소비자가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작품들을 언급할 때 소비

자 감성은 풍부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편감을 자극하는 클러스터의 특성 상 다수 계

층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은 대신, 해당 클러

스터의 웹툰을 즐기는 매니아 층으로부터는 좋

은 평가를 받아 소비자의 관심은 낮지만 만족 수

준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비

자 감성이 풍부하게 표현된 것은, 해당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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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는 웹툰이 보편적인 웹툰 작품과는 다

소 상이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클러스터의 감성 패턴 맵은 소비자의 

불편감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웹툰이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반응을 이끌기 어렵다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자 하는 웹툰 작가가 작품 제작에서 피해야할 감

성이나, 이러한 감성을 유발하는 주제가 무엇인

지 판단하고자 할 때, 신작 웹툰을 선정하는 편

집자가 피해야 할 작품,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이 무엇인지 판단하고자 

할 때 본 감성 패턴 맵의 인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클러스터인 로맨스는 총 8개 웹툰을 

포함하며, 소비자 관심은 낮은 편이나 소비자 만

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감성

어의 언급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소비자 

감성이 풍부하게 표현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작품이 감동, 설
렘을 전달하며, 몰입감이나 불편감에 대한 소비

자 감성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클러

스터는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은은한 정서

를 전달하는 ‘힐링’ 성격의 웹툰들이 구성의 주

를 이루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해당 클러스

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소비자의 관심

을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자 감성이 풍부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은, 해당 

유형의 작품들이 다루는 소재나 주제가 다소 한

정적이고 평면적인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 클러스터의 감성 패턴 맵이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웹툰 작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메시지를 수

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로맨스 클러스터

에 속한 웹툰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감성을 전달

하며 빠르게 전개되는 여타 웹툰 작품들과 달리,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감이 높은 

소비자층들을 타겟으로 한 ‘힐링 콘텐츠’로써 소

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로맨스 클러스터의 웹툰 작품을 소비자에게 추

천할 때, ‘힘들고 지친 당신을 위한 힐링 웹툰 10
선’과 같은 메시지를 활용한다면 해당 클러스터 

웹툰을 선호하는 소비자 타겟을 보다 효과적으

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 127개에 대한 기초 데이터와 각 작품에 대

해 SNS 상에서 출현한 소비자 감성어휘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총 488개의 감성어휘를 수집하

였으며, 수집한 감성어휘의 도메인 상 해석 가능 

여부와 추상화 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63개의 감

성유형으로 압축된 웹툰 특화 감성지표를 구축

하였다. 구축한 감성지표에 기반해 웹툰 작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변수를 추출하였고, 추출한 

기준변수를 사용해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으

로 웹툰 유형을 4개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4개 

웹툰 유형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

여 각 유형별 감성 패턴을 확인하고 클러스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이론적 공헌과 실무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공헌으로는 첫 번째, 소비

자 감성에 근거하여 웹툰을 분류할 수 있다는 새

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장르나 구성

과 같은 질적 차원에 기반해서 웹툰을 분류하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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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이 다양한 장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특정 장르로 분류하기 모

호한 경우가 빈번히 존재하였다.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분류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에 따라 작품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감성을 기준변수로 활용한 웹툰 

분류 방법은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며, 기존 연재

작품이 아닌 신작 웹툰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웹

툰에 대해 평가한 감성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감

성 유사도에 근거하여 새로운 작품을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두 번째, 웹툰에 대한 기초적인 정량변수들 뿐

만 아니라, 정량화한 감성변수의 특성을 함께 고

려하여 클러스터 특징을 해석했다는 점이다. 기
초 정량변수만으로 웹툰 클러스터의 특성을 설

명하기에는 소비자 평점, 검색량 등 클러스터를 

해석하기 위한 변수가 한정되어 있으나, 정량화

시킨 감성지표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기초변수들이 보여주지 못한 숨은 인사이트를 

더욱 쉽게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주로 디자인이나 제품 도메인에서 활

용되던 감성 기반의 소비자 분석을 웹툰이라는 

복합 콘텐츠 도메인 영역까지 확장하였다는 점

이다. 기존의 감성분석 연구 대상은 제품, 디자

인 등 형태로부터 소비자 감성이 기인하는 분야

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음에 반해, 본 연구의 대

상인 웹툰은 문학적 요소로부터 기인하는 감성

이 있는 복합 콘텐츠라는 점에서 소비자 감성 분

석의 적용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웹툰 생태계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웹툰 유형별 

소비자 감성 패턴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을 갖는다.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는 소비자 

감성 패턴을 참고하여 연재하는 작품의 방향성

을 수립하고 소비자 감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웹툰 플랫폼 

편집자는 아마추어 리그 웹툰의 정식연재 여부

나, 연재중인 웹툰의 연재지속여부 등을 결정하

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본 연구가 제

시한 소비자 감성 패턴 맵 개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케터 및 전략 기획자는 작품

이 가진 감성으로부터 소비자 니즈를 파악함으

로써, 작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마케팅 메시지

나 고객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OSMU 제작자는 콘텐츠 확장의 성공 예측을 

위한 고려변수로써 패턴 맵이 제시하는 감성 및 

인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웹툰이라는 융복합적 콘텐츠를 정

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해석을 함께 활용하여 탐

색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웹툰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않은 관점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인 후속 연구

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 번째, 하나의 문서에서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언급할 수 있는 SNS 데이

터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감성어휘 추출 상의 문

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유

형의 웹툰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문서로부터 감

성을 추출했을 시, 전체 문서로부터 감성어휘를 

추출하는 방식에서는 실제 소비자의 발화 맥락

과 의도에 상관없이 이들 웹툰에서 추출되는 감

성이 같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 데이터

를 수집하여 감성어휘를 추출하였으나, 향후 연

구 및 실무에서는 웹툰 작품에 대해 소비자가 작

성한 댓글로부터 감성을 수집한다면 웹툰이 갖

는 감성을 보다 명확하게 추출하여 발전된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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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SNS 데이터로부터 감성어

휘를 추출하여 감성 패턴 맵을 개발하였으나, 수
집한 SNS에서 출현한 감성어휘 이외의 키워드

를 고려하지 않았다. 감성 패턴 맵 개발 프로세

스에 따라 도출한 작품 유형의 특징을 설명할 

때, SNS에서 작품과 함께 언급된 감성어휘 뿐만 

아니라, 해당 감성어휘의 출현 배경이 되는 사건, 
원인 등과 같은 이슈 키워드들을 함께 고려한다

면, 각 작품유형이 갖는 고유의 특징과 감성 출

현의 배경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한다.
세 번째, 웹툰과 감성 각각을 대상으로 한 

1-Mode 네트워크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

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웹툰-
감성 2-Mode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

나, 이를 웹툰과 감성 각각의 1-Mode 네트워크

로 변환하여 활용하지는 않았다. 1-Mode 네트워

크로 전환한 결과와, 이로부터 도출한 네트워크 

지수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면, 특정 중요 감성에 

도달하거나 전이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인근 

감성이나, 다른 감성으로 쉽게 전이할 수 있는 

중심성 높은 감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웹툰 추천 시 근

접한 감성에 따라 최적의 추천 경로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향후 연구에

서는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본 연구는 웹툰에 대한 소비자 감성

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시
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웹툰에 대한 소비자 감성

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관심이나 만족

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생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본 연구의 가치가 더

욱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웹툰

을 소비하는 행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웹툰의 소비성향이나 소비

행태에 따라 웹툰 소비자 유형을 본격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웹툰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 행태가 명확히 밝

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탐색적으로 수행된 연구

로, 소비자의 웹툰 소비 행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각 웹툰 유형에 대하여, 소비자의 기대나 

웹툰 소비 행태를 가설 기반에서 확인해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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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Customer Sentiment Pattern Map for

Webtoon Content Recommendation

1)Junsik Lee*․Do-Hyung Park**

Webtoon is a Korean-style digital comics platform that distributes comics content produced using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Internet in a form that can be consumed online. With the recent rapid growth 
of the webtoon industry and the exponential increase in the supply of webtoon content, the need for 
effective webtoon content recommendation measures is growing. Webtoons are digital content products that 
combine pictorial, literary and digital elements. Therefore, webtoons stimulate consumer sentiment by 
making readers have fun and engaging and empathizing with the situations in which webtoons are produced. 
In this context, it can be expected that the sentiment that webtoons evoke to consumers will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consumers’ choice of webtoon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o improve 
webtoons’ recommendation performance by utilizing consumer sentiment.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consumer sentiment pattern maps that can support effective recommendations of webtoon content, focusing 
on consumer sentiments that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previously. Metadata and consumer sentiments 
data were collected for 200 works serviced on the Korean webtoon platform ‘Naver Webtoon’ to conduct 
this study. 488 sentiment terms were collected for 127 works, excluding those that did not meet the purpose 
of the analysis. Next, similar or duplicate terms were combined or abstracted in accordance with the 
bottom-up approach. As a result, we have built webtoons specialized sentiment-index, which are reduced 
to a total of 63 emotive adjectives. By perform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the constructed 
sentiment-index, we have derived three important dimensions for classifying webtoon types.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using varimax factor 
rotation. The three dimensions were named ‘Immersion’, ‘Touch’ and ‘Irritant’ respectively. Based on this, 
K-Means clustering was performed and the entire webtoon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Each type was 
named ‘Snack’, ‘Drama’, ‘Irritant’, and ‘Romance’. For each type of webtoon, we wrote webtoon-sent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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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de network graphs and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timent pattern appearing for each type. 
In addition, through profiling analysis, we were able to derive meaningful strategic implications for each 
type of webtoon. First, The ‘Snack’ cluster is a collection of webtoons that are fast-paced and highly 
entertaining. Many consumers are interested in these webtoons, but they don't rate them well. Also, 
consumers mostly use simple expressions of sentiment when talking about these webtoons. Webtoons 
belonging to ‘Snack’ are expected to appeal to modern people who want to consume content easily and 
quickly during short travel time, such as commuting time. Secondly, webtoons belonging to ‘Drama’ are 
expected to evoke realistic and everyday sentiments rather than exaggerated and light comic ones. When 
consumers talk about webtoons belonging to a ‘Drama’ cluster in online, they are found to express a variety 
of sentiments.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an OSMU(One source multi-use) strategy to extend these 
webtoons to other content such as movies and TV series. Third, the sentiment pattern map of ‘Irritant’ 
shows the sentiments that discourage customer interest by stimulating discomfort. Webtoons that evoke 
these sentiments are hard to get public attention. Artis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sentiments that cause 
inconvenience to consumers in creating webtoons. Finally, Webtoons belonging to ‘Romance’ do not evoke 
a variety of consumer sentiments, but they are interpreted as touching consumers. They are expected to 
be consumed as ‘healing content’ targeted at consumers with high levels of stress or mental fatigue in their 
l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applicability of consumer sentiment 
in the areas of recommendation and classification of webtoons, and provides guidelines to help members 
of webtoons’ ecosystem better understand consumers and formulate strategies.

Key Words : Big Data Analytics, Consumer Sentiments, Recommendation, Sentimental Analysis, Web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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