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한국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
인지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영화진흥원의 박스오피
스 상위권 영화 상세정보 및 네이버의 영화 평점 
데이터를 수집하여 영화 관람객 및 평점을 기준으
로 연구하고자 한다.

Ⅱ.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매년 상위 10위권의 
영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일별 
박스오피스 데이터 및 상위 10위권에 대한 개봉작
을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티즌, 관람객 
및 평론가에 의한 영화평점 데이터를 수집하여, 영
화명, 제작사, 주연, 조연 등 영화 관련 요인들 간
의 연관규칙을 찾아내는 연관성 분석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R 프로그래밍 언어 및 RSudio 툴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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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데이터 분석 흐름도

Ⅲ.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Open API 및 웹크롤링 기술을 적
용하여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영화별 요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및 정제하여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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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영화진흥원의 박스오피스의 상위권 영화 상세정보 및 네이버의 영화 평점 데이터를 수
집하여,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영화 관람객 및 평점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collect detailed movie information from box office of the Korea Film Council and 
data on Naver's movie ratings to analyz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movie's popularity based on 
movie audiences and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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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수집할 원천 데이터 항목은 표1
과 같다.

표 1. 데이터 수집 항목

구분 수집대상 수집
방법 수집기간

영화진흥
위원회
박스

오피스

일별 박스오피스
(매년 10위권 

영화정보 제공) API
2003.11.11.

~
2018.10.31영화 상세정보

네이버

네티즌 영화평점
Web

Crawl
ing

영화진흥위
원회 

박스오피스 
영화 중 

매년 10위권 
내 개봉작

관람객 영화평점

평론가 영화평점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원천데이터 수집은 
Open API 데이터 제공 방식을 활용하여 R 프로그
래밍으로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과거 15년간 데
이터를 그림2-1 및 그림2-2와 같이 수집 하였다.

그림 2-1.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 수집(Open 
API)

그림 2-2. 영화진흥위원회 수집 데이터

네이버 영화평점 원천데이터 수집은 영화진흥위
원회 박스오피스에서 수집한 매년 상위 10위권에 
대한 영화를 기준으로, Web Crawling 방식의 R 프
로그래밍을 통하여 그림3-1 및 그림3-2와 같이 수
집 하였다.

그림 3-1. 네이버 데이터 수집(Web Crawling)

그림 3-2. 네이버 수집 데이터

수집한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및 네이버 평
점 원천 데이터에서 영화 별 배우·제작사·감독·장르·
관람등급 등 요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를 그림
4-1~그림4-6과 같이 R 프로그래밍을 수행 하였다. 

그림 4-1. 데이터 추출·정제(영화별 배우)

그림 4-2. 데이터 추출·정제(영화별 제작사)

그림 4-3. 데이터 추출·정제(영화별 감독)

그림 4-4. 데이터 추출·정제(영화별 장르)

497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그림 4-5. 데이터 추출·정제(영화별 관람등급)

Ⅳ. 분석 결과

데이터 분석은 영화 관객수 500만명과 1000만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지도(support)의 변화에 따른 
연관성(apriori) 분석을 그림5 및 그림7과 같이 R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그림6 및 그림8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그림 5. 관람객 500만명 기준 흥행 요소별 연관

성 분석(support=0.001기준)

그림 6. 관람객 500만명 기준 흥행 요소별 연관

성 분석 결과(support=0.001기준)

그림 7. 관람객 1,000만명 기준 흥행 요소별 연관

성 분석(support=0.00078기준)

그림 8. 관람객 1,000만명 기준 흥행 요소별 연관

성 분석 결과(support=0.00078기준)

Ⅴ. 결  론

영화 관람객 500만명을 기준으로 흥행 요소별 

연관성 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배급사로 
많이 상영이 되어야 관객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기
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요소로 분석 되었다.

500만명을 기준으로 가장 영향도 있는 배우는 
송강호, 가장 많은 영화를 배급한 배급사로는 CJ 
Entertainment는 20편, 쇼박스는 12편으로 전체 63
편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형 배급사의 영
향력이 거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관람객 1,000만명을 기준으로 흥행 요소별 
연관성 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감독으로 
관람객이 증가 할 수록 영화 감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1,0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한 영화의 경우 
영화 감독이 많은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같은 배우
와 제작을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네티즌 평점 및 실제 관람객의 평점 평균을 기
준으로한 흥행 요소별 연관성 분석 결과 실제 관
람을 하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된 네티즌 평점의 
경우 평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났
으며, 네티즌들의 감성적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주
관적인 평점이 반영되는데 반하여, 실제 영화를 관
람한 관람객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결과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영화의 질적인 객관적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업영화보다 다큐멘터리 및 
가족영화 등이 상대적으로 흥행에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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