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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01



Outline1-1  팀소개

성호* 노태* 이한*

데이터크롤링

데이터전처리

긍부정분석모델링

발표

데이터크롤링

데이터전처리

긍부정분석모델링

과정총괄

데이터크롤링

데이터전처리

긍부정분석모델링

P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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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1-2  데이터개요

데이터 수집 기간 / 채널

기간 : 2020.01.17 ~ 2021.08.15

채널 : 네이버 카페 (애플, 삼성, 샤오미 사용자 카페), 

인스타그램, 유투브(댓글), 네이버쇼핑 리뷰 (총 85,799건)

주요키워드 / 수집 방법

키워드 : 삼성 : 갤럭시, 버즈라이브, 버즈플러스, 갤탭, 갤럭시북, 갤럭시기어

샤오미 : 미밴드, 홍미노트, 샤오미워치, 어메이즈핏, 샤오미폰, 샤오미휴대폰

애플 : 맥북, M1,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패드

방법 : Beautiful Soup과 Selenium을사용해

각채널 별 Crawler 제작

분석목표

애플, 샤오미, 삼성 전자기기 제품군을 키워드로

SNS채널과네이버 쇼핑 리뷰에서 수집,

긍부정어 분석을 통해 마케팅 방안도출

분석대상

- 3사 대표전자기기 제품군 분석

- 네이버 카페 사용자 후기

- 네이버 쇼핑 리뷰 긍부정어 분석

- 인스타, 유투브 크롤링 데이터

TEAM  |  미래전략실



Outline1-3  주제선정이유

10년간 스마트폰 분야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던 삼성은

애플과 샤오미의 증가세에 1위를 위협받고 있다.

하락하는삼성, 추격하는애플과샤오미

2016년 점유율 21.9%를 차지했던 삼성은

2021년 8.2%가 하락한 15.7%로 하락했다.



Outline

올해새로운 폴더블폰과 워치, 무선이어폰을 출시한 삼성에게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마케팅방안을 추진할 수있다.

실제제품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삼성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 시키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



ANALYSIS02



Outline2-1  연구방법

프로젝트전체로드맵

Okt 활용 형태소 분리

불용어 등 전처리

카페/유투브 데이터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 분석

네이버 쇼핑 브랜드별

리뷰/별점 데이터 크롤링

RNN, LSTM, GRU

딥러닝 모델 학습

Konlpy(코엔엘파이)의

Okt 모듈을 통한 토큰화, 정규화

의미 없는 불용어 제거 등

전처리 작업

다양한 쇼핑몰의 리뷰를 한눈에

볼수 있는 네이버 쇼핑의 리뷰를

크롤링할 채널로 선정,

리뷰의 별점을 라벨로 활용해

긍부정어 분류 모델 학습

  

데이터셋 학습

RNN, GRU, LSTM

최적의 성능을 가진 모델 선정

실사용자들의 리뷰를

자연어 처리 모델에 적용시켜

마케팅을 위한 인사이트 도출



Analysis2-2  데이터수집



0 (부정) 라벨링

1 (긍정) 라벨링

네이버쇼핑

삼성 : 13437
애플 : 4586
샤오미 : 6984

총 25007개

전처리

1 중복 / 결측치 제거

2 정규표현식을 사용해 한글을 제외한 문자열 제거

3 특정 문자열(광고성 키워드)이 포함된 행제거



Analysis2-2  데이터수집

버즈라이브

# 미밴드

Youtube

삼성 : 20111
애플 : 20117
샤오미 : 11050

총 51278개

아이패드
네이버카페

삼성 : 1881
애플 : 2252
샤오미 : 601

총 4734개

인스타그램

삼성 : 1243
애플 : 2704
샤오미 : 833

총 4780개

자연어처리 Model 에적용, 평가

전처리

1 중복 / 결측치 제거

2 정규표현식을 사용해 한글을 제외한 문자열 제거

3 특정 문자열(광고성 키워드)이 포함된 행제거



Analysis2-3  자연어처리

자연어처리

: 말뭉치를모아정제 - 토큰화 – 정규화를거쳐야한다.

말뭉치에서더이상나눌수없는 단위로나누는 작업

표현방법이 다른단어들을통합시켜서 같은 단어로만들어준다.

감성분류

: 텍스트에들어있는의견이나감성, 평가, 태도등의주관적인정보를컴퓨터를통해분석

1

2



Analysis2-3  자연어처리

0 부정 1 긍정

54325775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stopwords = ['가','게','고','과','네','는','다','도','들','듯','를','에','와','으로’,

'은','을','의','이','인','임','자','잘','좀','지','하다','한']

[…, ['좋다', '빨르다', '가볍다', '예쁘다’], 
['아이', '착용', '가볍다', '좋다’], 
['배송', '빠르다', '좋다', '상품', '받다', '매우’, '만족하다', '색도', '너무', '이쁘다’, '케이스’, 
'마음', '들다', '다만', '개인', '적', '필름', '붙이다’,'조금', '힘들다', '저’, '실패하다', '전적’, 
'있다’, '따로’, '돈', '주다', '붙이다’], …]

레이블분포

긍정/부정을 나누기 위해 네이버 평점 1~3점을 0으로, 이외는 1점으로 할당

토큰화

불용어 (stopwords) 를 지정, 제거하고 Okt를이용해 토큰화 실행

훈련용 데이터의 라벨 수



Analysis2-3  자연어처리

패딩

하나의 행렬로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이의 샘플들의 길이를 동일하게 만듦

정수인코딩

텍스트를 숫자로 처리하도록 훈련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정수 인코딩을 수행

{'좋다': 1, '배송': 2, '받다': 3, '있다': 4, '자다': 5, '제품’: 6, '보다': 7, '빠르다': 8, '사용': 9, 
'너무': 10, '되다': 11, '구매': 12, '로': 13, '같다': 14, '오다': 15, '없다': 16, '이다': 17, 
'안': 18, '쓰다': 19, '요': 20, '에서': 21, '않다': 22, '사다': 23, '가격': 24, '하고': 25, 
'만족하다': 26, '것': 27, '주문': 28, '때': 29, '만': 30, …}



Analysis2-3  자연어처리

패딩

하나의 행렬로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이의 샘플들의 길이를 동일하게 만듦

정수인코딩

텍스트를 숫자로 처리하도록 훈련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정수 인코딩을 수행

{'좋다': 1, '배송': 2, '받다': 3, '있다': 4, '자다': 5, '제품’: 6, '보다': 7, '빠르다': 8, '사용': 9, 
'너무': 10, '되다': 11, '구매': 12, '로': 13, '같다': 14, '오다': 15, '없다': 16, '이다': 17, 
'안': 18, '쓰다': 19, '요': 20, '에서': 21, '않다': 22, '사다': 23, '가격': 24, '하고': 25, 
'만족하다': 26, '것': 27, '주문': 28, '때': 29, '만': 30, …}



PREDICT03



Predict3-1  예측모델선정

RNN의 Vanishing gradient 
problem을완화한 방법

LSTM에 비해서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긴데이터를 잘처리하는 방법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인공 신경망

RNN LSTM GRU



Predict3-2 RNN

Patience : 검증 데이터손실이 4회 증가하면학습을 조기종료

Epoch : 20번 수행

batch_size : 각데이터의사이즈 50

Validation_split : 훈련데이터 중 20프로를 검증데이터로사용

정확도약 82%, loss 약 38%인 4번째 모델확정

Train 정확도 56%     |      Test 정확도 52%

F1-score (label 0) 29%

RNN은부정 리뷰학습에서 성능 미달



Predict3-3  GRU

Patience : 검증 데이터손실이 4회 증가하면학습을 조기종료

Epoch : 15번 수행

batch_size : 각데이터의사이즈 60

Validation_split : 훈련데이터 중 20프로를 검증데이터로사용

정확도약 71%, loss 약 56%인 1번째 모델확정

Train 정확도 71%     |      Test 정확도 73%

F1-score 71%

RNN모델에 비해 label 0을 더 잘분류



Predict3-4  LSTM

Patience : 검증 데이터손실이 4회 증가하면학습을 조기종료

Epoch : 15번 수행

batch_size : 각데이터의사이즈 60

Validation_split : 훈련데이터 중 20프로를 검증데이터로사용

정확도약 82%, loss 약 38%인 4번째 모델확정

Train 정확도 82%     |      Test 정확도 74%

F1-score 74%

RNN / GRU 모델에 비해 높은 예측률 >>> 모델 선정



Predict3-5  네이버카페분석

52.7
33.3

14.9

애플
삼성

샤오미

전처리후테스트용 샘플의개수 : 4272

단위(%)

리뷰의최대 길이 : 11025
리뷰의평균 길이 : 984.2993311036789

리뷰의최대 길이 : 7624
리뷰의평균 길이 : 367.8029556650246

리뷰의최대 길이 : 23341
리뷰의평균 길이 : 335.18



Predict3-5  네이버카페분석

부정 (score < 0.5)              긍정 (score > 0.5)

긍정 65   :   35 부정

긍정 0.86 : 0.2 부정

긍정 70   :   30 부정

긍정 0.87 : 0.2 부정

긍정 78   :   22 부정

긍정 0.9  :  0.19 부정

긍부정비율

Score 평균

애플 삼성 샤오미

샤오미 >      삼성 >        애플



Predict3-6  유투브댓글분석

39.2%

39.2%

21.5% 애플

삼성

샤오미

전처리후테스트용 샘플의개수 : 51278

리뷰의최대 길이 : 2609
리뷰의평균 길이 : 39.46850678733032

리뷰의최대 길이 : 3778
리뷰의평균 길이 : 47.91939734473671

리뷰의최대 길이 : 2305
리뷰의평균 길이 : 41.45414326191778



Predict3-6  유투브댓글분석

부정 (score < 0.5)              긍정 (score > 0.5)

긍정 42   :   58 부정 긍정 39   :   61 부정 긍정 36   :   64 부정긍부정비율

애플 >      삼성 >        샤오미

애플 삼성 샤오미



Predict3-6  유투브댓글분석

제품군별분석결과 |   애플 >  삼성 >  샤오미



CONCLUSION04



Predict3-5  통계/분석

디자인하나만보고넘어가야지했는데
이영상보고더좋은선택할수있을거같아요

앱등이갈아탔습니다.. 
제품은받았는데아직미개통ㅠ디자인은만족

YouTube 데이터는 제품 미사용자의 의견을 반영

브랜드에 대한이미지를 확인할 수있는지표

아침에 100프로 충전하고
일하면서 노래듣고 점심 때잠깐
유투브 봤는데 지금 방전됐네요 … ㅜㅜ
6s 처럼 보조배터리 들고 다녀야겠네요
배터리 문제 해결하신 분 계신가요?

으아 … 아이폰미니배터리 드디어패드병완치ㅠㅠ

아이클라우드에 심하게 데인 적이있어서
아이클라우드는 단순 백업용도로만!!
그러다 보니 기본용량 안에서만 사용해요
M1칩 빠르고 아주만족입니다!
필기할 때 종이 안들고 다니니 편하네요

네이버 카페는 다수의 제품 사용자가 모여 있음

성능/디자인/이슈가 되는 문제등제품에 대한 후기확인 가능



Conclusion4-1  결론

모델 결과데이터요약

삼성의마케팅약점 = 브랜드이미지약화

구매후브랜드제품평가구매전브랜드제품평가

애플 >       삼성 >       샤오미 샤오미 >      삼성 >        애플

유투브 댓글 분석 결과
(브랜드 이미지)

네이버 카페 분석 결과
(제품 후기)



Conclusion4-1  결론

812

734

339

305

278

259

92

그림

운동

드로잉

스트랩

일러스트

공부

디자인

1 애플은 운동, 드로잉, 공부 등다양한 키워드 존재

다양한제품군사용

* 애플에는 다른 제품군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인스타데이터를활용한워드클라우드와 빈도수분석

385

154

149

109

82

78

71

운동

아침

모닝

가성비

푸쉬업

플랭크

달리기

1 운동과 관련된 용어多

다른제품군보다워치사용이많음

2 애플 관련 키워드와 가성비 키워드는 두제품 간의 차이가 보임

가성비라는이미지가강함



Conclusion4-1  결론

411

400

326

244

149

136

100

아이패드

그림

다이어리

스티커

애플

일러스트

스꾸

인스타데이터를활용한워드클라우드와 빈도수분석

1 애플 검색결과에는 삼성이 없지만

삼성 검색결과에는 애플 관련 키워드가 존재

삼성은애플과비교선상에있다

2 스꾸, 스티커 등제품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키워드가 같이 검색

자신이원하는대로커스터마이징하는갤럭시

사용자내부의한정된문화는타브랜드와다른양상

사용자의일상을공유할수있는브랜드로서

이미지메이킹이필요하다

“

“



Conclusion4-1  결론

포스트코로나를맞이하는새로운시대가열립니다

다양성과어우러지는모습을도형으로표현하고, 
삼성의다양한제품군을한곳에모아강한연동성을표현하였다.

NEW LOGO TYPE



Conclusion4-2  시사점 / 연구한계

- 텍스트 전처리

수집 대상 텍스트가 제품평 외의 정보를 포함, 섬세한 전처리를 요구

- 자연어 처리 모델링

모델링에 사용한 Okt는비교적 최근단어와 같이 라이브러리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소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없어 모델의 성능을 저하

더이상 기업과 기업의 영업활동은 단순히 제품의 성능과 가격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ESG가그대표적인 예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지,

지배구조가 투명한지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

전자기기에서도 성능과 별개로 얼마나 친근한지, 무엇이 연상되는지,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는지 등의 요소가

소비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질 브랜드 이미지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구한계

시사점



[조선일보] 애플·삼성 위협하는 샤오미, 스마트폰 이어 3년 만에 ‘가성비 태블릿’도 출시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8/15/SG5F56VFKBAJHK6TMQR7KTZPI4/

[아시아투데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20% 또깨졌다…옥 죄어오는 애플·샤오미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730010018273

[중앙일보] 애플이 또애플했다···‘아이폰12 효과’에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https://news.joins.com/article/24115641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별 월판매량 점유율.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https://www.etnews.com/20210806000061

[위키독스]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
https://wikidocs.net/94600

텍스트 마이닝 프로젝트 (2020.6~) Data Crawling (휴먼지능정보공학과 류지혜, 이지민)
https://github.com/Jimin980921/Text_mining/blob/master/Project/textmining_project_crawling.ipynb

Conclusion4-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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