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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요 측은 화 산업에서 매우 요한 문제이다. 최근 들어 트 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화 흥행을 측하고 분석하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데이터의 주기별 변화량을 측정하여 데이터 양과 화 흥행간의 상 성을 

분석하거나 데이터에 해 감성의 극성 값을 부여하는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해 화의 흥행 추이를 측하

다. 하지만 이러한 정량  근만으로는 객들이 화를 선택하게 된 근거나 화의 어떤 속성을 선호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화의 흥행 요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 터 데이터

를 수집한 후 빈도수 측정을 통해 트윗의 내용을 표하는 토픽(topic) 키워드를 추출하여 객들의 심을 

반 하는 화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속성들에 한 객들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화의 

흥행에 향을 미친 요인들을 제시한다.

 
■ 중심어 :∣빅데이터∣소셜미디어∣영화 흥행 예측∣트위터∣토픽∣

Abstract

The demand prediction is a critical issue for the film industry. As the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gains momentum of late, considerable efforts are being dedicated to 

prediction and analysis of hit movies based on unstructured text data. For prediction of trends 

found in commercially successful film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amount of data and hit 

movies may be analyzed by estimating the data variation by period while opinion mining that 

assigns sentiment polarity score to data may be employed.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understand why the audience chooses a certain movie or which attribute of a movie is preferred 

by using such a quantitative approach. This has limited the efforts to identify factors driving 

a movie's commercial succ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 movie's attributes 

that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audience. This would be done by extracting topic keywords that 

represent the contents of Twits through frequency measurement based on the collected Twitter 

data while analyzing responses displayed by the audience. The objective is to propose factors 

driving a movie's commerci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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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데이

터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의 양이 재 

테라바이트에서 향후에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일반 인 기술로 

수집, 장, 리, 분석하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를 

빅데이터[1]로 정의하고 있다. 재 폭증하고 있는 데이

터의 부분은 트 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를 통해 사용자들이 생성하고 있는 비정형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 속에는 개인의 일상부터 사회, 정치, 경제, 문

화에 한 사용자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과 감성 등

이 반 되어 있어서 “진실성과 진정성이 확보된 데이터

로 높은 가치[2]”를 지니고 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에

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찰을 이끌어내는 것[3]을 의미한다. 

소셜 빅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사용자들의 의견과 감

정의 변화를 추 하거나, 사건과 이슈를 감지하는데 유

용하다. 특히 높은 근 성과 간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트 터는 140 자 메시지인 트윗(tweet)을 달하는 리

트윗(retweet) 기능과 단방향 계를 통해 정보를 확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

건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  장 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분야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의

견을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기업들은 

분석을 통해 자사 이미지와 제품에 한 여론을 분석하

고 소비자의 니즈를 발견하여 신속한 응을 하는 등 

기업의 리스크 리와 경쟁력 확보를 한 요한 도구

로 삼고 있다. 한 선거 기간 동안 트 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거의 흐름과 도를 측하기도 한다. 화 

산업도 외가 아니다. 화는 소셜미디어에서 범

하게 언 되는 문화콘텐츠로써 소셜 분석의 좋은 주제

가 될 수 있다. 화 산업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 연구

는 SNS에 올라오는 화 련 데이터를 이용한 화 

흥행 측[4-12]과 화 마 에서의 소셜미디어 활용

[13-16], 그리고 SNS 데이터에 내재된 개인 성향 분석

을 통한 맞춤형 화 추천 시스템[17-19]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에서 화 흥행 측은 가장 많이 연구 

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동안 화의 수요 측을 해 화 련 데이터의 

양  변화를 분석하거나 데이터에 한 감성의 극성을 

결정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

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객들이 생산하는 텍스트에는 

맞춤법 오류가 많고 신조어와 은어, 이모티콘 등과 같

은 인터넷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감성 극성 결

과의 정확도는 높지 않다. 한 감성 극성 결과만으로

는 객들의 화 선택 동기나 선호하는 화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화의 속성은 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로써, 스토리, 감독, 배우, 음악, 특수효과, 

편집 등 매우 다양하며, 화의 장르와 내용에 따라 

객들이 선호하는 속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13년 12월 18일에 개 했던 화 <변호

인>의 트 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객들이 화의 어

떤 속성을 선호하는지를 살펴 으로써 화 흥행의 주

요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부림사건과 고 

노무  통령을 모티 로 한 이 화는 정치  소재로 

인해 개  부터 사회  논란과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개  33일만에 천만 객을 돌 하 고 트 터를 통해 

활발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객들의 화 선택

이 무엇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여 화 흥

행의 요인을 연구하는데 합하다고 단하 다. 

화 <변호인>의 흥행 요인을 분석하기 해 본 연

구는 수집된 트윗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 하여 형태

소 분석을 통해 고빈도 명사를 추출하 다. 명사만을 

고려한 이유는 명사는 텍스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이는 품사로써 요한 정보를 달하기 때문이며[20], 

문장에서 명사만으로도 내용의 핵심을 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1]. 본 연구에서는 트 터에서 빈

번하게 출 한 명사를 토픽으로 정의하 다. 트 터 분

석에서 토픽은 “화제가 되는 키워드 혹은 화제가 되는 

키워드와 련된 이야깃거리[21]”를 의미한다. 높은 빈

도를 보이는 토픽들은 객들이 화에 해 심을 가

지는 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객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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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는 근거로 가정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국내외 

화 흥행 연구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 흥행 연구 황을 기술한다. IV장에서는 

트윗의 분석 시스템을 소개하고 V장에서는 화 <변

호인>의 흥행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 VI장에

서는 연구의 결과와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화 산업이 지속 으로 팽창하면서 화 흥행 연구

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화는 경험재라는 속

성 상 수요 측이 힘든 문화 상품이다. 따라서 험 요

소를 피하고 수익을 증 시켜야 하는 화 배 사와 투

자자들에게 있어 화 흥행은 매우 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화 수요 측을 해 제작비, 감독과 

배우, 마 과 구 , 개 시기와 스크린 수 확보, 장르 

등과 같은 화 메타데이터들을 주로 사용해 왔다. 하

지만 최근에는 SNS가 화 흥행의 요한 변수로 인식

되면서 SNS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 

흥행의 추이를 측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국외 연구 
Asur & Huberman(2010)은 2009년도 11월부터 2010

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미국에서 개 된 화 24편에 

한 약 290만 건의 트 터 메시지를 분석하여 정과 

부정, 립으로 감성을 분류하 다. 그리고 화 개  

 일정 기간에 트 터에서 언 된 화 횟수와 개  

첫 주의 화 수입 간의 유의미한 상 성을 밝 냈다. 

화 24편에 한 개  첫 주 수입 측 정확도는 

97.3%로 Hollywood Stock Exchange(HSX)의 정확도 

96.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Lica & 

Tuta(2011) 역시 트윗의 감정 분석을 통해 화 30편에 

한 흥행 성 을 측하고 실제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

이스(IMDB)의 박스 오피스 결과와 비교하 다[9]. 

Mishne & Glance(2006)는 화 개   웹 블로그 상

에서 유 들이 포스 한 내용에 한 감정 분석을 통해 

정  감정이 화 흥행을 측하는 요한 변수임을 

증명하 다[8]. 

SNS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화 리뷰를 이용하여 

화 흥행을 측하는 연구 사례들도 있다. Doshi et 

al.(2010)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감정 분석을 결합한 

웹 마이닝 기술을 통해 인터넷 화 데이터베이스

(IMDB)의 화 리뷰를 분석하고 화의 흥행 여부를 

측하 다[22]. Joshi et al.(2010)은 화 리뷰에 한 

감정 분석을 통해 화의 오 닝 주말 수입을 측하

다[10]. 

텍스트의 감성을 분석하는 오피니언 마이닝 이외에

도 방 한 양의 트윗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해 토픽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은 코아 토픽 기반의 클러스터링(Core-Topic-based 

Clustering)을 이용하여 특정 인기 TV 드라마의 트윗

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토픽들을 추출하 다[23]. Ni et 

al.은 트 터에서 핵심이 되는 코아 단어(core word)를 

추출하여 사용자들에 의해 많이 언 된 화 내용이 무

엇인지를 제시하고 토픽에 따라 유사한 트윗을 클러스

터 하 다[24].

2. 국내 연구 사례
강지훈, 박찬희, 도형록, 김성범은(2014) 화의 메타

데이터뿐만 아니라 평 , 댓  수와 같은 객 반응을 

고려한 변수들을 함께 이용하여 화의 수요를 측하

고 실제 화 흥행 성 과 비교하 다[4]. 허민회, 강필

성, 조성 (2013) 역시 화 련 정보와 네이버의 화 

평 에 한 의미 분석을 통해 화에 한 객의 

정과 부정 표 의 발  정도가 화 흥행과 어떠한 상

성이 있는지 제시하 다[25]. SNS 데이터를 이용한 

화 흥행 측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김진

욱(2014)은 화 홍보용 SNS에 한 량의 검색 조회

수를 이용하여 화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 >

의 흥행 측 결과를 비교하 다[7].

박선 (2012)은 화 개  과 개  기, 성숙기로 

기간을 나 고 화<써니>의 기간별 SNS 메시지 변

화량을 분석하여 SNS를 통한 구  효과와 화 흥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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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성을 증명하 다[26]. Kim et al.(2013)은 회귀분

석과 확산모델(Bass diffusion model)을 이용하여 페이

스북과 트 터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화의 메타데이

터 보다 SNS의 정  부정  언 이 화 흥행에 더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제시하 다[12].

지 까지 진행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화에 한 객의 선호도와 흥행의 추이를 측하기 

해 SNS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성의 극성을 분

류하거나 데이터의 시계열  변화를 추 하는 정량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언어 표 의 풍부함

과 복잡한 내재  속성 때문에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감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극성 값을 부여해야 하는 감

성 분석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문맥을 고려해

야 하는 다의 (多義的) 표 이나 유머, 풍자, 아이러니

와 같은 복잡한 표 을 분석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 쉽

다. 텍스트에 한감성의 극성 분류는 요하고 유용한 

문제이지만 감성 극성의 결과만으로는 사용자들이 무

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량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트 터의 내용

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을 통해 객들이 화의 어떤 

속성을 선호하는지를 살펴 으로써 화 흥행의 주요 

요인을 밝 보고자 한다. 

III. 소셜 분석 솔루션을 이용한 영화 흥행 연구 
현황

화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

야기되는 문화 의 하나로 소셜미디어에는 화

와 련된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특히 개

을 앞두거나 개  직후의 형 블록버스터 화들은 소

셜미디어에서 객들의 폭발 인 심과 반응을 이끌

어내며 인기 토픽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화 시사회나 

개  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공유되는 정보

들은 객들의 자발 인 구 을 이끌어 냄으로써 화 

흥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 특히 화가 개 되기 

 첫 주의 소셜 빅데이터가 화의 흥행 수익과 가장 

강하게 연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와 화 흥행 수익 간에 강한 상 성이 존재함에 따라 

화 산업에서 소셜 빅데이터는 화에 한 객의 반

응과 변화를 찰하고 화의 흥행 추이를 측하는데 

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할리우드 

화사들은 화가 개 되기 과 후에 객의 반응을 추

하고 흥행 실 을 측하는 서비스를 화 마 에 

극 으로 이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여론 분석 업체 피지올로지(Fizziology)

는 2009년 서비스 개시 이후 500개 이상 화의 박스오

피스 실 을 추 해왔다. 화가 개 되기 4주 부터 

개  후 3주 기간에 걸쳐 트 터, 페이스 북 등의 API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화 흥행 

측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사가 효과 인 마  략

을 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1]은 피지올

로지가 트 터와 페이스북에서 언 된 화 <그래비

티>의 데이터를 분석한 시 화면이다[27].

그림 1. 영화 <그래비티>에 대한 소셜빅데이터 분석 화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소셜 분석 솔루션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메조미디어에서 개발한 티버즈

(TIBUZZ, Talking Index Buzz)는 흥행에 성공한 화 

44편을 선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화에 해 언

한 데이터 7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버즈(buzz)량과 화 객수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밝 내었다[28][29]. [그림 2]는 화 44

편에 한 개  후 일주일간의 총버즈량과 총 객수

의 증감을 비교한 것이다. 특히 개 직  보다 개  직

후의 버즈량과 화 흥행 사이에 더 한 상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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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버즈량과 관객수간의 비율을 보여주는 서비스 화면

코난 테크놀로지의 소셜 분석 서비스인 펄스 K 역시 

트 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서 생산되는 수백 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수로 계량화함으로써 화 흥행 측에 활용하고 있다. 

를 들어 2013년도 1월에 개 한 한국 화 <박수건

달>, <7번방의 선물>, <베를린>에 한 트 터 버즈

량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천만 객을 돌 한 

화 <7번 방의 선물>은 [그림 3]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개  에는 트 터 언  유율이 두 화에 비해 제

일 낮았다. 하지만 개  후에는 두 화보다 크게 높아

지면서 객 수도 트 터 언  유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 다[28]. 그림은 개 되기  화의 트 터 언  

유율을 나타낸 것이다[30].

그림 3. 영화 3편의 트위터 언급 점유율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 흥행 측이나 요

인 분석 결과를 화 산업 반에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IV. 실험 및 시스템 구현

본 연구는 화 흥행 요인을 분석하기 해 화 <변

호인>의 트윗을 이용하 다. [그림 4]는 트윗 수집  

분석 시스템 구조도로 트윗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트와 트윗을 분석하는 트로 구성되었다.

그림 4. 트윗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조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파트
객들은 화제작들이 개 되기 부터 SNS를 통해 

화에 한 뜨거운 심과 반응을 표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변호인>이 개 되기 인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트 터에 작성된 화 

련 메시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트윗 수집을 해 

화 련 키워드 11개를 선정하고, 크롤러[31]를 이용

하여 키워드를 포함한 91706개의 트윗을 수집하 다. 

키워드는 네이버 포털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에 근거

하여 선정하 다. 네이버의 ‘실시간 상승 검색어’는 

네이버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  입력 횟수의 증

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 로 보여주는 서비스

이다. [표 1]은 선정된 화 련 11개의 키워드를 나타

낸 것이며, ‘부산의 학림 사건’과 ‘부림 사건’처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들은 하나로 통합하 다.

표 1. 영화 <변호인>과 관련된 11개 키워드
화 <변호인>과 련된 11개의 키워드

영화 변호인, 부림 사건(=부산의 학림 사건), 노무현 인권 변호사, 송
강호, 송우석 노무현, 양우석, 평점테러, 티켓 테러(=좌석 테러), 최병
국 검사

수집된 트윗을 검토한 결과 ‘부림 사건’, ‘노무 ’, ‘평

테러’ 등과 같이 정치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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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화 자체에 한 감정과 의견 보다는 정치  

논쟁이나 역사  사건에 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제외했다. 화 외 인 내용을 언

하는 트윗을 제외하고 화에 한 객의 평가를 포

함한 트윗은 총 51253개이며, 이  내용 복 제거를 통

해 총 30032개의 정제된 트윗을 선별하여 DB로 구축하

다. 

선별된 트윗의 처리 과정으로 링크 URL, 이모티콘, 

‘ㅠㅠ’, ‘ㅋㅋ’등과 같은 인터넷 용어를 제거한 후 

KAIST CILab에서 개발한 한나눔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32]를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 다. 

2.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 파트
2.1 명사 추출 및 저장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를 추출 한 후 추가 으로 

실제 분석에 필요 없는 어, 숫자와 같은 노이즈들을 

제거하 고, 같은 의미를 지닌 다양한 표 들도 하나로 

통합하 다. 를 들어 ‘스토리’와 ‘이야기’, ‘시나리오’

는 ‘스토리’로, ‘감독‘과 ’양우석 감독‘은 ’감독‘으로 통합

하 다. 처리 과정을 거친 명사들은 DB로 구축되었

다. [그림 5]는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명사 

추출을 실행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형태소 분석을 통해 나온 명사는 ‘/N’이라는 품사 태깅

으로 표시된다.

그림 5. 형태소 분석을 통한 명사 추출 결과

‘/N' 직 까지의 데이터를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고, 

자바의 StringTokenizer를 이용하여 문장을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N'을 기 으로 단어들을 토큰화하여 

분리하 다. 를 들어 “오늘 변호인을 보았는데 화

가 끝나고 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라는 문장의 경

우, ‘변호인’, ‘ 화’, ‘ 객들’, ‘박수’가 토큰화 되어 추출

된다.

2.2. 빈도수 기반의 토픽 추출
토큰화(Tokenization) 과정을 거친 후 단어들의 빈도

수를 계산하기 해 자바의 자료구조 의 하나인 

TreeMap[33]을 사용하 다. 모든 단어를 입력한 후 정

렬 메소드로 count 값이 가장 높은 순서 로 출력하

다. 에서 기술했듯이, 트 터 분석에서 토픽은 사용자

들의 심과 흥미를 반 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방 한 

양의 트윗의 내용을 직 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 터에서 빈번하게 출 한 고

빈도 명사들은 객들이 화에 해 심을 갖고 있는 

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픽 키워드

로 간주하 다. 표는 1 부터 20 에 해당하는 토픽들

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빈도수 기반의 토픽 추출
순  명사 빈도수
1 송강호 17852
2 노무현 11236
3 돌파 4195
4 국민 3815
5 부림사건 1369
6 배우 1104
7 흥행 972
8 눈물 955
9 연기 891
10 대한민국 822
11 이야기 730
12 관람 718
13 감독 737
14 감동 685
15 천만 523
16 장면 474
17 현실 471
18 시대 457
19 임시완 411
20 국가 391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토픽은 화 제목인 ‘변호

인’과 ‘ 화’이다. 이 두 개의 토픽은 의미 없는 키워드

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이 두 개의 키워드

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토픽은 ‘송강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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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강호’이외에 ‘배우’, ‘임시완’, ‘연기’, '감독‘도 빈번

하게 언 됨으로써 객들은 화 속 배우와 송우석 감

독에 해 높은 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

의 소재가 된 ‘고 노무  통령’과 ‘부림사건’, 그리고 

화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야기’, ‘장면’도 높은 빈도를 

보 다. 한 ‘ 물’, ‘감동’과 같은 감정 어휘를 비롯하

여 ‘흥행’, ‘최고’, ‘감사’, ‘천만 객’과 같이 화에 한 

정 인 의견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한민국’, ‘ 실’, ‘시 ’, ‘국가’와 같은 토픽들이 높은 

빈도를 보인 이유는 화 속 배경이 되는 80년 와 

2000년 의 한국 실이 오버랩되면서 객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3. 분석 시스템 구현
DB구축을 해 Mysql를 사용하 고, [그림 6]에서와 

같이 선별된 30032개의 트윗을 입력하는 ‘twitter 테이

블’과 트윗의 형태소 분석 결과를 입력하는 ‘morpheme 

테이블’을 각각 구성하 다. 30032개의 트윗은 Toad 

for Mysqul 워크벤치 툴을 사용하여 twitter 테이블에 

입력  장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은 number, 

id, date, 그리고 트윗의 내용을 입력하는 content의 

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6. 30032개의 트윗 DB

시스템 개발은 자바 이클립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

데, 에서 소개한 트윗 DB와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를 

자바 이클립스와 연동하 다. [그림 7]과 [그림 8]은 각

각 형태소 분석 기반의 명사 추출 결과와 명사 빈도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시스템의 형태소 분석 기반 명사 추출 결과

그림 8. 명사의 빈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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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영화 <변호인>의 흥행 요인 분석

화 <변호인>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  33

일 만에 천만을 돌 하며 흥행에 성공하 다. IV장의 

주요 토픽 추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화에 한 

객들의 심은 ‘부림사건’, ‘노무 ’이라는 화의 소재

와 ‘배우’, ‘연기’ ‘이야기’, ‘장면’, ‘감독’ 등과 같이 화

의 속성에 집 되었다. 따라서 화 <변호인>의 흥행

에 가장 정 인 향을 미친 화  속성을 스토리와 

감독, 배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스토리와 감

독, 배우에 해 언 한 트윗의 발생 비율과 이 세 가지 

요소에 한 객들의 구체 인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

다.

1. 주요 속성에 대한 트윗 발생 비율
[그림 9]는 토픽 ‘스토리’, ‘배우’, ‘감독’에 한 트윗 

발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토픽 ‘스토리’, ‘배우’, ‘감독’의 트윗 발생 비율

‘스토리’ 키워드는 화가 개 되기 에는 낮은 비율

을 보이다가 화가 개 하면서 격하게 높아진 반면 

배우 ‘송강호’에 한 언 은 개  부터 높은 비율을 

보 다. 배우 ‘송강호’는 이미 많은 화를 통해 객들

에게 높은 신뢰도를  배우이며, 송강호가 출 했던 

<설국열차>, < 상>이 2013년에 개 되어 연이어 흥

행에 성공하면서 화 <변호인>에 해서도 객들이 

높은 기 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양우석 

감독의 데뷔작으로 감독으로서의  인지도가 낮

았기 때문에 ‘감독’에 한 객들의 반응은 화가 개

된 후에도 ‘스토리’와 ‘송강호’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

다. 하지만 화가 천만을 넘기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트윗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영화 속성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
2.1 영웅 신화 구조를 차용한 감동적인 스토리
조셉 캡벨이 제시한 웅 신화의 구조는 그동안 수많

은 화와 소설에 차용되며 감동과 재미를 제공하 다. 

캠벨이 말한 웅의 여정을 살펴보면 웅은 시  소

명을 깨닫고, 변모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 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화 <변호인>의 스토리 구조는 이러

한 웅 신화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화는 물질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속물 변호사 송우석이 공권

력의 폐해와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 있는 변호사로 변모

하는 과정을 감동 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객들은 ‘좋은 화’, ‘감동 인 이야기’, ‘카타

르시스를 느낀다’, ‘높은 완성도’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

며 화의 스토리에 해 정 인 의견을 표 하 다.

그림 10.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트위터의 반응

2.2 휴먼 드라마를 강조한 감독의 연출력
양우석 감독은 정치라는 민감한 코드를 최 한 배제

하고 인권변호사로 변모해가는 주인공을 통해 휴먼드

라마라는 색채를 강조하 다. 그 결과 정치  소재에 

해 객이 반감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실성과 공감

을 동시에 이끌어내는데 성공하 다. [그림 11]에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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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감독의 연출력에 해 객들은 트 터에서 ‘양우석 

감독의 발견’, ‘세심한 디테일’, ‘양우석 감독님의 연출이 

빛을 발한다’ 등과 같은 의견을 표 하며 감독의 연출

력에 해 정 으로 언 하 다.

그림 11. 감독의 연출력에 대한 트위터의 반응

2.3 배우들의 열연
극  송우석 변호사를 연기한 송강호를 포함하여 배

우들의 열연은 객을 화 으로 이끈 요한 원동력

이다. 객들은 ‘연기의 신’, ‘송강호의 진면목’ 등의 반

응을 보이는 등 트 터에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에 

해 찬사가 이어졌다. [그림 12]는 배우들에 한 개들

의 의견이다.

그림 12.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트위터의 반응

화 <변호인>은 블록버스터 장르나 거 한 자본의 

공세가 아닌 스토리의 힘, 감독의 연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배우가 흥행에 더 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

여주었다.

3. 토픽 분석 결과의 유효성 검증
기존의 화 수요 측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화 흥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화의 속성으로 스

토리, 감독, 스타 배우, 제작비, 장르 등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화 <변호인>의 트윗에 한 빈도수 기

반의 토픽을 추출한 결과 ‘스토리’와 ‘배우’, ‘감독’과 같

은 화의 속성을 나타내는 토픽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키워드들은 객들이 해당 화에 해 가

장 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객들이 화를 선택한 구체 인 동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토픽 추출에서 그치지 않고 토픽들이 시간에 따

라 그 비율이 어떻게 정량 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

었다.

VI. 결론 및 향후 연구

통 인 매스미디어들은 홍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는 있었지만 사용자들이 어떤 

동기와 이유로 상품이나 상을 선택하 는지에 해

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실시간으

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

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으로써 사용자가 특정 상

을 선호하거가 선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  수 

있는 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오는 화에 한 사용자들

의 의견과 반응은 화의 흥행 추이를 측하고 분석하

는데 매우 유용한 데이터들이다. 본 연구는 화 <변호

인>을 천만 흥행으로 이끈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밝

내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해당 화에 

해 언 한 트윗을 수집하고 처리 과정을 거쳐 고빈도 

명사를 추출하 다. 트 터에서 빈번하게 언 되었던 

고빈도 명사들은 해당 화에 해 객들의 심을 

표하는 토픽으로 간주하 다. 그리고 토픽 분석을 통해 

화에 해 객들이 선호하는 상이자 선택의 동기

가 되는 요소로 스토리, 배우, 감독의 연출력임을 밝

내고 이 세 개의 화  속성들이 결국 화의 흥행에 

향을 미친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 다.

SNS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의 화 흥행 연구는 주로 

주기별 SNS 데이터의 변화량과 화 흥행간의 상 성

을 보여주거나 SNS 데이터에 해 감성의 극성을 결정

하는 오피니언 마이닝에 집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량

 분석만으로는 화의 흥행 요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며, 감성 극성의 결과 값만으로는 객들이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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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속성을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트윗

으로부터 빈도수 기반의 토픽을 추출하여 객들이 

심을 갖고 있는 화의 속성을 제시하고 그 속성들에 

해 객들의 반응을 분석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장르의 화들을 상으로 장

르별 흥행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르에 따

른 흥행 요인 분석은 화 산업에서 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화 소비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제작 단계에서도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객들

의 선호도를 미리 측함으로써 화 흥행의 성공의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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