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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튜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

서는 유튜브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유튜버의 경제적 지위를 잘 드러내

는 명품 하울 영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명품 하울이란 많은 양의 명품 제품을 구매하여 보여주는 콘텐츠

를 의미한다. LDA, TF-IDF, Word2Vec 기법을 이용하여 유튜브 댓글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가로 LSTM 학습 모델

을 기반으로 댓글을 긍정적 그룹과 부정적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댓글이 긍정적인 의미

를 내포하지만, 상대적 박탈감 등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의 키워드를 가진 댓글도 나타났다. 이러한 댓글에서는 자

신과 유튜버의 경제적 모습을 비교하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특히 유튜버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스스로 명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댓글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유튜브도 다른 소셜 미디어와 같이 이용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Youtube has been more popular. As many studies show the comparative deprivation of the Social Medeia, 
this study looks into whether the comparative deprivation is expressed on the YouTube comments. It focuses on the 
Luxury Haul contents, videos about huge amounts of luxurious products, of which Youtubers’economic feature are 
demonstrative. The comments of the videos are analyzed with LDA TF-IDF and Word2Vec. Additionally, the comments 
were classifi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by the LSTM model as well. As a result of the study, even though 
many comments turned out positive, the negative keywords were indicated related to comparative deprivation. Also it was 
found that the viewers compared themselves with Youtubers. In particular, some YouTubers are more criticized if they are 
younger or does not seem to afford the luxurious products themselv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users express the 
comparative deprivation on YouTube as well like on the other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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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튜브(YouTube)의 채널과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SNS 플랫폼 중 유튜브가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 동영상 중심의 SNS 플
랫폼인 유튜브는 영상 제작자와 시청자 사이의 쌍방향 

소통이 매우 활발하다.
SNS상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물을 읽음으로써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접하고 이를 통해 대리만족을 경

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SNS에서의 타인 읽기는 타인

과 자신에 대한 사회적 상향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을 경험하거나 더 나아가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

는 연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은 콘텐츠 중 하나인‘명품’, ‘명품 하울’, ‘패션’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영상의 댓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

위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가 이루어지는 상향비교의 
발현 정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의 여

부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명품 하울’
이란 주로 명품 제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 키워드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으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의 정보와 

댓글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를 

참조하여 유튜브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튜브 ‘명품 하울’ 비디오 

댓글에 상대적 박탈감의 발생 여부와 만약 발생한다면 

발생 원인 및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1. 관련 연구

서미혜(2017)은 SNS상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상향 

비교가 발생 할 경우 자신의 객관적 경제적 지위보다 주

관적 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만

족감이 저하 될 수 있다고 하였다.[1] 양혜승(2019)은 

SNS 이용과 상대적 박탈감의 관계가 대리만족이나 영

감과의 관계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였다.[2]

2.2. 실험 개요

우선 LDA 분석을 통해 댓글들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TF-IDF 분석을 통해 

댓글에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한 단어의 출현 정도와 중

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Word2Vec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명품’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영상만 추출하여 댓글에서 나

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채널별로 분류하여 댓글에서 상대적 박탈감

의 발생 정도를 알아보고, 채널마다 어떤 특징을 가졌는

지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는 

Python 3.7.6과 R 3.6.3을 사용하였다.

2.3.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 데이터는 Python 3.7.6에서 Selenium 패
키지를 이용하여 유튜브 댓글을 직접 크롤링하였다. 
2020년 8월 6일 유튜브 검색창에 ‘한별Hanbyul, 명품하

울, video’, ‘치유 cheeu, 명품하울, video’, ‘Jena Lee 제
나리, 명품하울, video’, ‘헤이즐 Heizle, 명품하울, video’
을 검색한 뒤 출력되는 1,501개의 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크롤링하였다.[3] 
수집된 데이터 중 가장 많은 댓글을 가지고 있는 상위 

16개의 채널을 선정하였다. 16개의 유튜브 채널이 가지

고 있는 모든 댓글의 수는 152,008개이다. 이 중 중복되

는 영상을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143,822개의 댓글을 분

석에 이용하였다. 이들 중 '명품'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영상을 따로 추출하였다. 이 영상들의 모든 댓글의 수는 

23,750개이다.

2.4. 데이터 전처리

효과적인 댓글 분석을 위하여 한글을 제외한 모든 문

자는 삭제하고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처

리를 진행하였다.[4] 그다음 데이터셋을 크게 세 그룹으

로 나누었다. 첫 번째 데이터셋은 수집된 모든 영상에 

대한 정보와 댓글이다. 두 번째 그룹의 데이터셋은 수집

된 데이터 중 영상 제목에 ‘명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만 추출하였다. 세 번째 그룹의 데이터셋은 두 번째 그

룹의 데이터셋 중 주요 채널 3곳의 데이터셋을 각각 분

류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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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데이터 분석 기법

2.5.1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는 댓글과 같은 짧은 문장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

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각 댓글의 공

감지수를 표현하는 ‘좋아요’ 개수를 가중치로 설정하여 

짧은 댓글 길이를 보완하였다.

2.5.2.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가 

적으며 댓글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하나의 

코퍼스로 합쳐서 TF-IDF 분석을 진행하였다.[5] TF-IDF 
분석을 마친 데이터 결과는 tSNE로 시각화하였다.

2.5.3. Word2Vec
Word2Vec는 skip-gram을 사용하여 전체 댓글을 하

나의 코퍼스로 간주하여 Word2Vec 분석을 진행하였다.

2.5.4. Apriori 패키지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Word2Vec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

를 이용하여 Aprioir 알고리즘 모델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단어 간의 동시 출현 여부의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소 지지도는 0.0001
로 작게 설정하였다. Apriori 패키지 분석 결과는 networkx 
패키지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2.5.5. 머신 러닝 기반 감정 분석

본 연구에서 댓글 감정 분석을 위하여 [6]에서 ‘네이

버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다운받아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이썬 Tensorflow 라이브러리의 Keras 

패키지를 사용하여 LSTM 학습 모델을 설계하였다.[7]

Ⅲ. 실험 및 결과

우선 LDA 분석 결과에서 부정적인 주제를 가진 문장

은 나오지 않았다. 추출된 주제는 주로 유튜브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다. 또한 유튜버가 소개하는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한 

주제에서는 ‘대리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명품하울’ 영상을 보는 이유 중 대리만족 경힘이 큰 동

기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LDA 분석에서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

하여 명사와 단어를 추출하고 댓글에서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주제별로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시각화를 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Fig. 1 (a) Visualization of TF

그림 1(a)의 그래프를 보면 주제 1, 주제 3, 주제 4, 주
제 8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모두 유튜버의 외모나 패

션 스타일을 칭찬하는 댓글이다.
그림 1(b)의 그래프를 보면 빈도수가 높은 30개의 단

어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당 영상의 컨텐츠 주 

내용과 상관없는 용어(i.e., stopwords)를 제거하는 조건

아래 ‘부럽’, ‘대리만족’등의 대리만족의 심리과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명품하울’ 유
튜브 영상의 시청자들이 해당 유튜버에게 부러움을 느

끼거나 대리만족 경험을 갖는 현대인의 심리가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천’, ‘정보’는 패션 제품을 구매할 의

사가 있는 시청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

청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각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

펴보고 주요 단어를 알아보고자 TF-IDF 분석 기법을 적

용하였다. TF-IDF 분석 결과, LDA 분석처럼 유튜버의 

외모에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제품’, ‘추천’, ‘정보’등의 단어가 등장하여 명품 제품에 

대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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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물론 ‘대리’, ‘만족’등
의 단어도 등장하였는데, 이는 ‘명품하울’영상 시청 이

유 중 명품 제품에 대한 간접 경험 목적이 큰 부분을 차

지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어떤 분석에서는 ‘부럽다’, ‘금수(금수저)’, ‘낭비’, 

‘부모님’과 같은 단어가 주요 단어로 등장하였다. ‘제나’ 
유튜버의 영상 댓글 분석 결과인데, ‘제나’는 현재 10대 

여성으로 명품 하울 영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8] ‘제나’
의 어머니가 유명한 치과 의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

모님의 높은 경제적 지위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유튜

버 ‘제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댓글에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시청자는 명품 제품과 

유튜버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

며, 더 나아가 명품 소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대리만족

을 상당 부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튜버

의 연령, 경제적 지위 및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태도

의 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TF-IDF에서 나온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Word2Vec

을 이용하여 관련성이 높은 단어를 추출하였다.[9] 본 

분석에 사용된 단어는 2개의 긍정적 단어, 2개의 중립적 

단어, 3개의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였다.
Word2Vec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단어와 연관

성이 높은 단어들의 표현이 더 다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TF-IDF에서도 주

요 단어로 등장한 ‘만족’과 ‘대리만족’과 관련하여서도 

긍정적인 단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부럽다’의 어간을 추출한 ‘부러’와 관련해서

는 ‘갑질’, ‘무례한 발언’ 등 유튜버의 행동에 대한 부정

적 평가를 다룬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부자’와 관

련해서도 ‘참나’, ‘부들부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

는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더 나아가 ‘상대적 박탈감’, ‘금수저’, ‘자괴감’과의 

유사도가 높은 단어를 살펴보면 ‘흙수저’, ‘열등감’, 
‘자괴감’, ‘현타’ 등의 단어를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유

튜버의 경제적 지위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다. 
반면 유튜버를 옹호하는 표현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굳
이 욕’, ‘자기 인생’, ‘뭔 상관’ 등 유튜버에게 부정적 감

정을 지닌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유튜버의 행동을 옹호

하는 표현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Word2Vec 분석을 통

해 나온 각 상위 15개 단어들 사이의 연관분석을 Apriori 

Fig. 2 Graphs of the Words Relationship analyzed by Apriori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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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10] 분석 결과를 파이

썬 networkx 패키지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시각화 

결과는 그림2와 같다.
주로 ‘명품’과 ‘돈’을 중심으로 여러 단어가 서로 연

관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두 단어와 연관성

이 가장 높은 단어들은 ‘대리’, ‘만족’, ‘한별’ 등이 있다. 
이는 위 연구에서 댓글에서 ‘명품하울’ 영상을 시청하

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반면 ‘돈’과 관련해서는 ‘금수’, ‘박탈’ 등이라는 

단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단어

는 ‘부럽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명품하울’ 
영상 시청자들이 유튜버에게 부러움이나 상대적 박탈

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지
식’, ‘재미’ 등의 단어와의 관계를 볼 때 명품 하울 영상

에서 패션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얻고 단순한 대리 만족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순수한 재미를 위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하였다.
위 분석을 기반으로 명품 하울 영상 댓글에서 부정적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 실제로 어떤 부정적

인 댓글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LSTM 모델을 이용하

였다. 분석 결과, 부정적 문장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전

체 문장에 약 32.9%였다.
이 중 부정적으로 판단된 문장 중 부정 판단율이 80% 

이상인 문장만 추출하였다. Word2Vec을 이용하여 ‘낭
비’, ‘상대적 박탈감’, ‘금수저’, ‘자괴감’과 유사도가 높

은 단어를 확인하였다. 이는 명품 하울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기법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모

두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을 알 수 있다. LDA 분석

을 통해 나온 대표 주제에 유튜버 외모와 명품 제품에 

대한 칭찬에 대한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한 단어

들이 TF-IDF 분석에서 많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더 나아

가 TF-IDF 분석에서 도출된 특정 단어들의 Word2Vec과 
LSTM 감정 분석을 적용한 결과 더 다양한 표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LDA, TF-IDF, Word2Vec, 
LSTM이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난 댓글 감정 

분석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명품 하울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는 주로 유

튜버의 외모나 패션을 칭찬하는 표현이 상당 부분 존재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명
품 하울 영상의 특징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

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유튜버의 나이가 어리거나 스스로 경제적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 부정적인 표현을 담은 댓글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인터넷 용어의 경우 신조어, 줄임말

이 다수 등장하고, 비문법적 표현이 많아 정확한 자연어 

처리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시청자 개개인의 특성

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명품 하울 

영상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의견으로서 일반화하기 어렵

다. 댓글을 단 사람들의 유튜브 활동 데이터를 함께 분

석한다면 더욱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분

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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