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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TV
추천 콘텐츠들이 등장했다. 한편, SNS의 발달로 인해 시청자들은 TV 추천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개인의 SNS을
통해 자유롭게 작성하고 타인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SNS리뷰에서 TV프로그램에서 추천된 콘텐츠가 실제
와는 다르게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특히 맛집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 실상과 다르
게 포장되어 추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TV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증가됨에 따라
TV 추천 콘텐츠를 검증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리뷰데이터를 분석
하여 TV 추천 콘텐츠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TV 추천 콘텐츠 중 맛집
추천 TV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천된 맛집에 대한 SNS 리뷰 데이터를 하둡을 통해 분석
하고,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리뷰에 내포된 감성정보들을 추출한다. 결과적으로 추출된 감성정보를 이용하여 TV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TV 추천 콘텐츠의 공정성을 검증한다.1)
1. 서 론

최근 다양한 정보 추천 TV 콘텐츠의 등장과 함께 SNS를
통한 상호교환도 활발해졌다. 사람들은 TV 프로그램에서 추
천해준 콘텐츠에 대한 이용후기 및 의견 등을 개인의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작성하고 공유한다. 그러나 여러
SNS 리뷰들에서 TV프로그램에서 추천된 콘텐츠가 실제와는
다르게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람들은 TV 추천
콘텐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특히 맛집 추천 콘텐츠들
의 경우, 맛집 프로그램에서 추천된 맛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불만 후기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맛집 추천 프로그램이
공익의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음식점을 홍보하는 광고에
가깝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TV 추천 콘텐츠
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
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V 추천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공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
여 TV 추천 콘텐츠와 관련된 대용량의 SNS 리뷰데이터를
하둡 맵리듀스를 이용해 분석한다. 그리고 오피니언 마이닝
[1]을 활용하여 작성자들의 감성의견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
적 기법에 적용시켜 TV 추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도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TV 추천 콘텐
츠 중 맛집 추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결과 화면으로 설계하여 시청자 및 TV프로그램 관계자가 분
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TV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반응분석 방법에는 [2]
와 같은 통계적 척도를 이용한 직접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대
다수였으며, 설문조사 방식의 시간적인 제약과 표본수집의 공
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한편, SNS가 발달하면
서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의 시공간적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방송사에서는 SNS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 할 수 있는
SNS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KBS의 SNS 분석시
스템[3]이나 SBS의 통합 리스닝 플랫폼[4]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온라인 리뷰 데이터의 의미해석 없이, 단지 데이
터의 양만을 측정변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3. 설계 및 구현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SNS데이터를 병렬 저장하기 위한
하둡 기반의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를 사용
하였으며, 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맵리듀스 애플리케
이션을 사용하였다.
3.1 시스템 설계

TV 추천 콘텐츠 검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설계한 전체 시
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전체 시스템은 대용량의 SNS
리뷰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크롤러(Data Crawler), 수집된
데이터를 형태소단위의 표현으로 분류하기 위한 형태소분석
기, SNS 리뷰데이터의 오피니언 마이닝을 위한 감성분석기와
사용자에게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결과화면으로 나뉜다.
1) 이 연구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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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도

데이터 크롤러에서는 TV 추천 콘텐츠에서 방영된 정보를
기반으로 블로그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 방법은 네이
버 개발자 센터[4]에서 제공하는 검색API 라이브러리를 이용
하여 PHP언어로 블로그 데이터 수집기를 자체 개발하여 데
이터 수집에 활용한다. 형태소의 분석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
어있는 KLT 형태소 분석기[5]를 사용하며, 리뷰 데이터들을
형태소 단위의 표현들로 분류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와
특수문자 제거의 전 처리 과정을 거쳐 HDFS에 저장한다. 감
성 분석기에서는 하둡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하여 [6]의 연구
에서 사용된 PMI기법을 확장한 감성 분석 알고리즘과 선정
된 추천 콘텐츠 특징에 맞는 단어 사전을 구축하여 감성 극
성을 구분하고, 각 리뷰에 내포되어있는 작성자의 감성을 읽
어내어 점수화 한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단계에서는 점수화된
리뷰들을 리커트 5점 척도에 적용하여 아주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아주 불만족의 만족도(%)로 표현하여 이를
결과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3.2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는 TV 추천 콘텐츠 중 맛집 추천 콘텐츠를 실
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표적인 3개의 맛집 추천 프로그램
‘식신로드’, ‘찾아라 ! 맛있는TV’, ‘테이스티 로드’에서 방영된
맛집에 대한 리뷰 텍스트 데이터 약 6GB를 수집하였다. 또한
하둡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한 감성분석을 위해 hadoop-2.6.0
버전이 설치된 1대의 Master 서버와 2대의 Slave 서버를 이
용하였으며, 운영체제는 Ubuntu 12.04를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의 실험을 위해 맛집 추천 콘텐츠 특징에 맞는
단어사전을 구축하였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HDFS에
저장된 리뷰 데이터들을 하둡을 통해 워드 카운트 하여 맛과
관련된 서술어와 부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긍
정, 부정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긍정 사전, 부정 사전
으로 각각 저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2] 방영된 맛집의 만족도 리스트 및 해시태그

그림 2은 ‘식신로드’에서 방영한 맛집의 분석 리스트 화면으
로 이 중 ‘갈쿠리 소쿠리’는 만족도가 80%이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점수화 된다. 먼저 ‘갈쿠리 소쿠리’에 대한 46개
의 블로그 데이터들이 형태소 분석과 전처리 과정을 거쳐
HDFS에 저장되면, ‘갈쿠리 소쿠리’를 key로 ‘갈쿠리 소쿠리’
에 대한 블로그 데이터들을 value로 하여 하둡 맵리듀스의 감
성 분석 함수와 구축된 긍/부정의 감성 사전을 거쳐 1차적으
로 점수화 된다. 이렇게 점수화된 결과는 리커트 5점 척도에
적용되어 아주만족 17개와 만족 18개, 보통 8개, 불만족 2개,
아주 불만족 1개의 결과로 80%의 만족도를 도출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식신로드에서 방영된 모든 맛집의 블
로그 데이터들이 점수화되며, 점수화된 만족도 리스트들은 다
시 리커트 5점 척도에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식신로드’의 만
족도가 된다. 또한 도출된 만족도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SNS
에 표현된 실제 방문자 리뷰들의 의견을 요약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원하다, 깊은 맛”등의 만족 이유와 “너무 달다, 짜
다”의 불만족이유를 해시태그로 보여준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시스템은 TV 추천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공정하고 진
실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SNS 리뷰분석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니터링 해줌으로써 TV 추천 콘텐츠에 대
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TV 추천 프
로그램에서 방영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TV 프로그램 관계
자에게는 앞으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진
실성 있는 TV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다. 향후에는 리뷰 작성의 주관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
관적이지 않은 글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상업적, 광고성으로 작성된 리뷰에 대한 분류도 필요하
다. 또한, 본문에서 제안된 TV 추천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TV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특징을 고려한 전체적인
TV 콘텐츠 리뷰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SNS 리뷰데이터를 통
한 TV 콘텐츠 검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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