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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노출시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트렌드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량의 SNS 데이터와 서비스 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상품 트렌드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대중화로 소비자들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SNS로 교류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
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SNS 데이터와 사용자 성향 데이터에 시간 속성을 고려하여 상품 트렌드를 분석한다.

I. 서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의 관심 트렌드를 분석하
여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
존의 상품트렌드 분석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집된
클릭스트림이나 세션타임만을 분석하여 고객의 관심변화
에 대해 연구하였다[1]. 하지만 기존의 사용자 로그만 고
려한 추천이나 트렌드 분석은 서비스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사용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해당 서비스
를 처음 접해보거나 사용자 활동이 적은 잠재적 고객에
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기법에서 더 나아가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에게 적
용 시킬 수 있도록 대중의 관심도와 연관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ece) 분석이 필요하다. 온라인 소셜 네트
워크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나 트렌드
를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 SNS의
발달로 소비 패턴과 정보 확산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
다.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에 대한 리뷰나 기대치에 대한
의견을 SNS를 통해 주고받으며 다량의 정보를 생산한다.

따라서 SNS는 상품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면 사용자 활동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경
우를 보완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맞는 효과적인 트렌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SNS 데이터에서 핫 토픽을
검출하는 기존의 기법에서는 시간에 따른 단어 출현의
빈도수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
에 따른 핫 토픽을 검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2].
본 논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SNS
데이터를 결합한 상품 트렌드 분석 기법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기법은 시간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바뀌는 트렌
드 특성에 따라 트렌드 분석에 시간 속성을 고려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시간 속성을 고려한 변형된 TF-IDF기법
[3]을 통해 핫 토픽 지수를 계산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들이 생성한 세션타임, 행위, 의견을 활용하여 서
비스 내 인기 지수를 계산한다. 두 값을 이용하여 최종적
인 트렌드 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값을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트렌드 결과를 제시한다.

Ⅱ. 제안하는 상품 트렌드 분석 기법
+ 교신 저자 : yjs@chungbuk.ac.kr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No.
NRF-2017M3C4A7069432),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2016R1A2B3007527)
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
개발사업(No.C051430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특징
서비스 내 사용자의 활동 로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맞춤 트렌드를 제공할 수 없는 기존
기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기법은 SNS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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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와 사용자 활동 로그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상품 트
렌드 결과를 검출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 시간 속성을
고려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변형된 TF-ID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셜 핫 토픽
을 추출하고, 사용자의 행위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의 패
턴을 분석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기법의 시스템 구조도를 나타낸다.
데이터 수집기를 사용하여 포털사이트의 데이터와 SNS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DB에 저장한다. SNS 데이
터 분석을 통해 핫 토픽을 추출하고 서비스 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품의 인기도를 분석한다. 시간에 따른 토
픽별 영향력 지수를 계산하여 최종 트렌드 지수를 도출
한다.

수(NumStay)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제품의 영향력 지수를
측정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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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는 최종적인 제품별 영향력 지수를 계산하기 위
한 수식이다. 계산된 SNS 언급량과 제품 영향력 지수를
더하여 최종적인 제품별 영향력 지수를 계산한다.
   log     log    




(5)

4. 최종 트렌드 분석
제안하는 기법은 각 단어 별 트렌드 예측 지수와 시간
에 따른 트렌드 지수의 비율 값을 고려한다. 식 (6)은 각
단어별 빈도수를 바탕으로 트렌드 예측 지수를 계산한
다. 식 (7)은 시간에 따른 트렌드 지수의 비율 값을 나타
낸다. 과거에 비해 최근의 변화량이 큰 단어 또는 제품에
대한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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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그림 1. 제안하는 기법의 시스템 구조

2. 소셜 핫 토픽 추출
트렌드는 대중들의 인기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거나 언급하는 단
어들을 추출해야하기 때문에 핫 토픽 추출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제안하는 소셜 핫 토픽 추출 기법은 변형된
TF-IDF를 사용한다. TF는 불린 빈도 방식을 이용하여 산
출한다. IDF를 산출 할 때는 시간 속성을 적용하여 시간
에 따른 변화량을 측정한 뒤 도출하여 사용한다. 식 (2)
에서 df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 수를 의미하며, idf는 df의
역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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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쇼핑몰 사용자 패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관심을 표출
하는 행위인 좋아요와 평점, 클릭 수를 통해 특정 상품의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식 (3)과 식 (4)는 제품 영향
력 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수식이다. 식 (3)은 특정 제품
A에 대한 SNS 언급량을 나타낸다. 식 (4)는 서비스 내
사용자의 활동 로그를 이용한 특정 제품 A의 서비스 내
인기도를 나타낸다.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의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써 좋아요 수(Like),
평균 평점(Rating),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사용자들의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특
성을 고려한 상품 트렌드 분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기법에서는 변형된 TF-IDF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소셜 핫 토픽을 고려하였고 서비스 내 제품의 인기도를
고려하여 상품이나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용어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크롤러를 통해 소셜 핫 토픽 정확도를 향상시
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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