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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실제 영화관에서는 매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저마다의 상영관 별 다른 영화 배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영화 배치 전략으로 

인해 영화관의 매출이 좌지우지 된다.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박스오피스이다. 하지만 박스오피스는 과거 영화 상영의 매

출액을 모아둔 것으로 개봉되지 않은 영화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개봉되지 않은 영화에 대한 기준, 즉 박스오피스

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는지가 각 영화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본 논문은 개봉 예정인 영화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박스오피스를 예측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박스오피스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다룬다.

키워드: 빅데이터(BigData)

I.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실제 영화관에서는 매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저마다의 상영관 별 

다른 영화 배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영화 배치 전략으로 인해 

영화관의 매출이 좌지우지 된다. 여기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박스오

피스이다.

하지만 박스오피스는 과거 영화 상영의 매출액을 모아둔 것으로 

개봉되지 않은 영화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개봉되지 

않은 영화에 대한 기준, 즉 박스오피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는지가 각 영화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본 논문은 개봉 예정인 영화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박스오피스를 

예측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박스오피스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다룬다.

II. 연구내용과 방법

아래 그래프는 2016년, 한 해 동안 관객의 관람 영화 선정 시 

고려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박스오피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객관

적으로 영화를 비교하기 위해 수치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기 위해 선정한 독립변수로는 온라인 평점, 장르, 제작 

국가, 상영 등급이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독립변수를 고려하였지만 

뒤에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위의 네 가지 독립변수가 유의미한 

예측이 가능함을 알았다. 

다중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정한 온라인 

평점, 장르, 상영, 국적을 고려하여 환산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들을 

다중 선형회귀로 분석한 결과 0.635... 라는 결정 계수를 얻었다. 

이는 지정한 환산 점수가 영화 매출액과 많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예측하고, 예측한 매출액을 

토대로 상영관 6개에 흥행 순서대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코딩에서 드러난다.

상영관 6개에 배치를 상영 스케쥴링을 할 때에도 강남 CGV를 

모토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강남 CGV의 상영관 

좌석 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때문에 상영관 배치 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영화, 즉 매출액이 최대로 예측된 영화를 좌석수가 가장 많은 

영화관 위주로 배치하는 등 스케쥴링 과정에서도 매출액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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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고관여/Heavy User 관람 영화 선정시 고려요인 1/2

III. 연구 및 실행 결과

위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토대로 우선 프로젝트 설계를 3, 4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Fig. 2. 박스오피스 예측 선형회귀분석

5월엔 독립변수로 이용할만한 변수들을 다중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얻고, 이를 이용하여 과거의 영화가 우리가 선택한 독립변수

들과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엑셀을 이용하여 검사했다.

Fig. 3. 박스오피스 예측 상관관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을 때의 독립변수들을 최종 독립변수로 

확정하고 앞으로 개봉될 영화를 위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위의 모든 과정은 SW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이고, 

이를 토대로 Java 언어를 사용하여 상영 스케쥴 표를 생성하는 프로그

램을 만들었다.

Fig. 4. 상영 스케쥴표 프로그램 예시

GUI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보기 쉽게 만들고, 매일 추가되는 영화를 

입력하면 앞으로 4일간의 상영관 별 스케쥴 표를 보여준다.

IV.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비록 현재는 상영관 6개에 한정했지만, 이를 근간으로 삼아 앞으로 

데이터들의 크기를 점점 늘려간다면 가장 높은 박스오피스를 가지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스케줄링이라는 점에서 꼭 영화관만이 아닌 특정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한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하는 스케줄링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프로토 타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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