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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벤처기업의결정요인연구에서는기업가의정신및전략등의기업내부요인이나정책, 산

업 환경등의외부요인만고려하였다.�이는무엇보다도중요한소비자의견을반영하지않았다는

문제점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소셜데이터를이용하여대중의의견을시간의흐름에따른키워드로분

석하고,�창업후성장혹은재정상태를유지하고있는안정성이높은기업과창업후 2-3년내에

적자전환혹은점포수감소에이른안정성이낮은기업사이의차이점을비교및분석한다.�

분석결과안정성이높은기업의경우,�대부분의키워드들의변동폭이작고,�일정한 빈도를유지

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신생벤처기업의경우평가할만한지표의수가적거나그구간이짧아신뢰하지못하는경우가

많은데,�본연구를통해새로운지표를제안한다.�또한소셜데이터분석을벤처기업연구에이용

한첫번째연구가되어이후관련연구의발판이될것이다.�



1. 안정성

기존기업의 ‘안정성’ 지표는 기업의현금흐름과관련하여이자를갚을수있는능력이되는지판단하는데에

쓰인다. 하지만 본연구의대상은대부분비상장기업이기때문에, 이 지표를파악하기가힘들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프랜차이즈지점수로기존안정성지표를유추하고자하였다. 프랜차이즈지점수가유지및

증가하는기업을안정성이높은기업, 감소하거나사라진기업을안정성이낮은기업이라고정의하였다.

2. 빅데이터- Twitter

빅데이터는기존데이터의양을넘어서는,�대량의 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를의미하며,�이러한 데이터로부

터필요한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것을빅데이터분석이라고한다. 본 연구에서는빅데이터중하

나인소셜미디어데이터인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트위터에서는 140자 이내의짧은단문만작성할

수있어다른미디어에비해빠르고간결하게자신의의견을전달할수있다. 또한 실시간소통을중요시여

기는트위터특성상, 익명이 아닌자신의신분을밝히고사용하는경우가많아, 신뢰도가높은솔직한의견을

얻기쉽다. 따라서 국내외의많은소셜데이터분석연구에서트위터를이용한다.

정의



1. 분석 기업 선정

소셜데이터를얻기쉬운외식프랜차이즈기업

및 2006~2016년 사이에창업한기업대상.�

분석 과정

2. 데이터수집및전처리

(1) 데이터 수집

GetOldTweets3�API와 python 이용하여 각기업당 9000개의 데이터수집

(2) 형태소 추출

같은단어여도다른형태로표현될수있기때문에형태소추출후기본형으로표현

(3) 불용어 제거

분석에의미없는조사, 부사, 상호명 등의단어제거

(4) 유사 의미 단어그룹화

기존 konlpy의 토큰을 이용한방식이아닌, 실제 온라인한글텍스트데이터로학습된 fasttext 를

이용하여, 단어를 300차원의 벡터로표현. Cosine 유사도 검사를통해유사하다고판단된단어를

하나의단어로표현하여의미분산을막도록함.



분석 1. 시간에 따른 관련 데이터 변화량

안정성이높은기업과낮은기업사이의그래프의공통점및차이점이없다.

⇨�기업 관련데이터변화량으로는기업의안정성을유추할수없다.

안정성

낮은
기업

대만카스테라 망고식스

빽다방 명랑핫도그 공차

안정성

높은
기업

X축: 트윗 150개 구간
Y축:
ㅡ구간당발생트윗수
ㅡ리트윗된트윗수포함



분석 2. 시간에 따른 관련 키워드 흐름  안정성 높은 기업

ㄱ. 빈도가 일정한키워드

공차 명랑핫도그 빽다방

1. 긍정적인 어휘: 맛있다, 좋다, 왕, 맛집
2. 관련 장소 : 호텔, 웨스턴, 도착
3. 출처: 네이버, 블로그, 커피숍, 주부

1. 관련 상품: 밀크, 티, 버블티, 핫도그, 치즈, 모짜렐라, 빵, 커피, 먹다
2. 이모티콘: ㅋㅋㅋ, ㅜㅜ

ㄴ. 급증 후 급락한키워드



분석 2. 시간에 따른 관련 키워드 흐름  안정성 낮은 기업

1.이모티콘및관련동사: ㅋㅋㅋ, ㅜㅜ, 먹다
2.부정적인 어휘및 1인칭 어휘: 아니다, 없다, 않다, 내

ㄱ. 빈도가 일정한키워드

ㄴ. 급증 후 급락하는키워드

1. 가격 관련 어휘: 비싸다, 원, 배
2. 대중의 의견을예측할수있는어휘: 정해진, 몰락, 쫓다
3. 홍보 관련 어휘: 티아라, 박명수, 방은미, 김수로, 축하, 부탁드리다, 시리즈



1. 관련 데이터의변화량이기업의안정성에상관관계가없음을알아냈다.

2.하나의 기업을제외하고, 모든 기업들이유사한시기에급변하는키워드그룹을가지고있다.�

3. 발생빈도가높은키워드들의시간에따른경향성은안정성이높은기업과낮은사이에분명한차이가있

었다.�

- 안정성 높은기업: 대부분의키워드의발생빈도폭이크지않음. 급변한 키워드도긍정적인어휘혹은관

련장소를의미하는어휘임.

- 안정성 낮은기업: 부정적인어휘들이상위빈도를유지하고그변동폭이크고주기적임, 부정적인어휘

나홍보를위해사용된전혀연관없는어휘들이급증후급락하는경향을보임.

4. 특정단어가매우빠르게급증하고이후짧은기간내에급락하고,�해당 단어가긍정적인의미를지니고

있지않다면기업의안정성에유의해야할필요가있다.�대부분의 키워드들이작은변동폭과일정한발생빈

도를가진다면안정성이높은기업이라고평가할수있다.�

분석 결과



연구요약

1. 중요한 기업의외부요인중하나인소비자의의견을실시간으로수집할수있는소셜데이터를이용해소비자의의견

흐름을파악하고자했으며,�이와 기업의안정성과의상관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2. 본 연구는최초로벤처기업의성공및실패요인분석에소셜빅데이터를이용한연구이며,�추후 관련연구의발판이될

수있다.�

3. 기존의 지표외에도기업의성공과실패를예측하는새로운지표를제안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이를 통해특정키

워드를가지는여론이기업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력을파악할수있었으며,�여론 분석에대한사업가의주관적인의

견이아닌객관적인수치화된자료를제공할수있다.�

한계점및향후연구방향제안

1. 연구대상표본의수와특징이제한적이다.�따라서 이를모든기업에일반화하기어렵다. 따라서충분한소셜데이터가

있는벤처기업을대상으로,�외식 프랜차이즈가아닌다양한분야의벤처기업들을선정하여연구를진행하여야한다.

2. 소비자들은트위터외에도,�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의다양한소셜미디어를이용한다.�각 소셜 미디어의특징이다르

기때문에,�사용자의분포도차이가있다.�따라서 다양한소셜미디어의데이터를이용해분석을하면더폭넓은사용

자들의의견을수집할수있다.�

3. 분석하려는대상기업이비상장기업인경우가많아,�회사의 자세한재정및운영상태를알기어려웠고따라서기업의

안정성을비교할만한지표가부족했다는한계점이있다.�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재정및운영상태가투명한기업에

대해여러지표를구하고,�이 지표들을이용하면소셜데이터의직접적인연관성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연구 요약 및 향후 연구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