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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화흥행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영화산업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영화 흥행 요인 분석 및 예측과 관련된 논의는 관련 데이터를 망라하지 못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천만 영화는 총 13편이 있었고, 이 연구에서는 천만 흥행에 눈물과 

웃음이 주된 텍스트 내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화에 대한 댓글 중 웃음과 눈물과 관

련된 용어를 수집한 후, 영화의 구성 5단계(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중 어느 부분에 웃음과 눈물 요소가 많은지를 

도표화하여 천만 영화의 장르별 구성 방식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 영화 제작 전 단계에서 시나리

오 상에서의 흥행 예측을 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of box office utilizing big data. The film industry has been increasing in the scale, 
but the discussion on analysis and prediction of box-office hit has not secured reliability because of failing in including 
all relevant data. 13 films have sold 10 million tickets until the present in Korea. The study demonstrated laughs and 
tears as an main interior factors of box-office hit films which showed more than 10 milling tickets power. First, the 
study collected terms relevant to laugh and tear. Next, it schematizes how frequently laugh and tear factors could be 
found along the 5-film-stage (exposition -  Rising action - crisis - climax – ending) and revealed box-office hit films 
by gen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ould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database for the box office 
predictions on futur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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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목적

한국의 영화산업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

지 진행되어온 영화 흥행 요인 분석 및 예측과 관련된 

논의는 관련 데이터를 망라하지 못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 연구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융합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융합 연구 결

과가 실제 산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는 13편의 한국 천만 영화를 대상으로 흥행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실제로 어떠한 흥

행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화 흥행 예측 모델

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필요성

오늘날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분과 학

문의 급격한 재구성과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의 방향은 학문간 상호 소통, 즉 학제간 연구를 통

해 융합 학문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러나 기존의 연구는 여전히 ‘인접 학문 간 융합’, 즉 겉

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유사성에 주목한 융합 연구가 많

았다. 

지금은 학문적 성과가 분과 학문의 영역에서만 이루

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통합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반 학문 간의 융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최근 융

합연구 동향은 창의적 융합인재에 관한 개념에서부터 

인문학과 예술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공계와의 융합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까지 활용 가능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화 흥행을 좌우하는 텍스트 내·

외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수학 

및 공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최적화 이론을 토대로 객

관적으로 분석한 후, 이것이 영화 관객에게 미치는 영

향 관계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증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 산업, 즉 영화 흥행요소를 영화 텍스트

를 둘러싼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포스트 프로덕

션 단계 모두를 아울러 영화 흥행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예측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영화 흥행 요인 분석 논의는 영화 제작과 산

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단점

이 있다. 이는 기존의 영화 흥행 요인 분석 논의가 일부 

작품들에 대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고, 더욱이 텍스트 

외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실제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

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영화 흥행 요인 분석 논의가 미

래의 영화 제작 및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

해서는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즉, 영화 흥행 요인 분

석 및 평가 체계는 천만 영화의 흥행요소를 빅데이터로 

도출하여 영화 제작 사전(시나리오 개발 및 선정)에서

부터 그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통합적인 체계 속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천만 영화의  텍스트 내적 핵심 구성 요소를 추출하

여 이를 바탕으로 영화 흥행 예측 모델 구축 및 소프트

웨어 개발로 인한 흥행 예측이 가능해지면, 영화의 생

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융합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영화산업에 상당히 기여하

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1.3. 연구 방법의 의의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

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 대

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

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빅데이터 기술

은 다변화된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

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사회 구성원 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빅

데이터는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의 전 영역에 걸

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영화 흥행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존 연구들은 일부 개별 영화 작품들에 대한 사

후적인 평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는 영화 작

품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신뢰도 높은 평가 자료로 활용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천만 영화의 흥행 요인 평가 측정 결과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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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흥행을 장르별로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연구방법 및 내용

영화흥행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천만 영화의 

흥행요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한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첫째로, 기존의 천만 영화 연구

나 영화의 흥행 요소 연구를 바탕으로 어느 요소가 가

장 핵심적인 흥행요소가 되는지를 추출한다. 둘째로는 

13편의 천만 영화를 대상으로 앞서 발견된 흥행요소가 

SNS 댓글이나 인터넷 포털, 기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 키워드 버즈량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영화 전체의 러닝타임을 영화의 구성 5단계(발단-전개-

위기-절정-결말)로 구분하여 해당 요소가 영화별로 어

느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지 도표화 한다. 넷째로, 영화 

구성 5단계 중 어느 부분에 흥행 요소가 많은지를 장르

별로 구분하여 천만 영화의 장르별 구성 방식을 논증하

고자 한다. 

“천만 영화를 해석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산업적 관점, 한국 역사와 결부시키는 관점, 이와 

비슷한 이데올로기 관점, 사회학적 관점, 작가론적 관

점 등등이 있을 수 있다.”[1]. 그러나 본 연구는 천만 영

화의 공통적인 항목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찾아보았

다.

“천만 영화가 되려면 미학적 우수성이나 스타일적 

탁월함보다는 무작위의 대중과 교감할 수 있는 ‘그 무

엇’이 영화 속에 녹아있어야 한다. 결국 천만 영화 안에

는 그 시대,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집단적 무의

식(Collective Unconsciousness)같은 것이 절묘하게 내

포해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만들어진 총 17편의 천만 

영화 가운데 4편만 외국 영화이고 나머지 13편이 한국

영화인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다. 한

국 감독이 만든 영화에 한국 관객이 쉽게 동일시하는 

현상. 다시 말해 자국 감독이 자국민들이 지닌 ‘그 무엇

(!)’을 영화를 통해 재현하면, 다시 그 영화에 자국 관객

이 공명하는 것이다.”[1].

그렇다면 과연 관객들이 공명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많은 연구를 살펴본 결과, 그것이 눈물

과 웃음의 요소인 것을 결론내릴 수 있었다. 우선 눈물

의 요소를 먼저 살펴보자. 

“눈물은 영화 흥행의 필수 요소이다. 한국영화의 흥

행 요건으로 액션, 웃음, 사랑 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지만, 언제부턴가 눈물이 영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눈물 없인 흥행도 없다는 공식이 일반화된 양

상이다. 이전의 한국영화에 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파연극에 뿌리를 둔 전형적인 신파영화가 있었다. 신

파라는 것이 과거 하나의 장르로 존재했고, 신파성은 

한국영화에서 장르 불문하고 흥행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서적 소구 수단이다.”[2].

눈물은 한국 영화의 신파영화라는 장르에서 시작하

여 한국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큰 요소가 되었다. 그런

데 눈물이라는 비극적 정서가 아니라 웃음이라는 희극

적 정서도 많은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90년대 대중문화, 좀 더 범위를 좁히자면 한국영화

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 이전 시기

까지 한국 대중영화를 지배했던 감성은 신파성이라는 

뿌리에서 뻗어 나온 것이었으며, 근본적으로 비극성의 

정서에 소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리얼리즘 계열

의 영화로 계보화되었던 일련의 영화들에서도 비극적 

엔딩이 대세였고 감정적 분출보다는 계몽이성의 진지

함과 냉엄함을 중시하는 태도가 추구되었다. 그러나  

1992년 <결혼 이야기>라는 기획영화의 성공은 대중영

화의 감성적 헤게모니를 비극성에서 희극성으로 전화

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신파적 멜로드라마

는 로맨틱 코미디가 되었고 갱스터 액션은 조폭 코미디

가 되었으며 이른바 작가주의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진

지한 영화들에서도 우스꽝스러운 대목들은 필수적인 

양념처럼 끼어들게 되었다[3]. 

90년대가 울음 대신 웃음의 정서에 편승했던 이유는 

다시금 80년대가 추구했던 합목적적 계몽이성의 진지

함에 맞서는 감성적 가벼움의 표현이었고 탈정치화된 

주체의 홀가분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주의

적 성향의 신세대에게 특히 어울리는 지배적 정서였다

는 것이다[3].

희극성의 가치란 궁극적으로 대상의 지위를 격하시

킴으로써 주체가 우위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매개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숭고와 코믹을 대극에 놓고 있는 

사고 역시 이로부터 비롯된다[3].

이처럼 웃음과 눈물은 보편적 정서로서 천만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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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천만 영화에서 웃음

과 눈물의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13편의 천만 영화에 대한 흥행 요소를 발견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으므로, SNS 등의 인터넷 댓글에 웃

음과 눈물의 요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빅데이터를 활

용해 도출해 보았다. 표 1은 눈물과 웃음의 요소를 추출

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Table. 1 Words related to the box office element(Tear, 
Laughter)

Laughters Tear

pleasant, cool, 
interesting,
thrilling,
smiling,
pleasant,

brackets goodness,
laughter,

laugh,
premature death in 

abdominal pain,
funny,

grinning,
laugh with,
laughter,

smile, belly

tears,
crying,
sorrow,
cried,
sad,

painful,
pain,

tears are,
painful,
heart,

inner corner of the eye 
griping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에서 카타르시스

가 나타나는 것은 훌륭한 인물이 운명에 의해 패배하는 

결말로 귀결되는 플롯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영화의 

구성 5단계(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 어느 구간

에서 웃음이나 눈물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그 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영화별로 빅데이

터 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장르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이러한 요소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상태에서도 흥행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4]. 

영화 흥행 요인 분석 및 평가 체계는 제작 상황뿐만 

아니라 프리 프로덕션(시나리오 개발 및 선정, 배우섭

외, 스태프 결정, 장소헌팅, 콘티, 제작발표회 등) 과정

에서부터 포스트 프로덕션(편집, 광학녹음, 홍보마케

팅, 배급 상영 등)과정에 이르기까지 영화 제작과 관련

된 전방위적인 평가 및 예측이 행해질 수 있는 데로 나

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연구결과로 도출된 웃

음과 눈물의 흥행 요소가 어느 구성 구간에 나타나는지

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시대적 분위기 요인과 텍스트 

내적/외적 요인 모두를 아우르는 흥행 요인 분석이 행

해져야 하며, 그 결과를 영화 흥행 예측 모델을 구축하

여 관리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의 수행은 영화에서 분석한 영화흥행 요인을 

지표화한 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학적 접근으로 구축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를 공학적으

로 재구성하는 기술 개발 추진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학문 간의 융합도 학문이 인간과 삶을 바

라보는 방식이라는 큰 틀에서 만난다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공학은 과학을 응용하여 산업과 만나게 하는 

학문이다. 영화 분야에서의 융합은 영화콘텐츠를 공학

과 만나게 하여 영화산업에서 이를 활용가능하게 만드

는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융합연구방법을 ‘영화공학

(Film Engineering)’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하며 융

합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영화공학’은 ‘스토리’를 비롯한 텍스트적 요소뿐만 

아니라 컨텍스트의 요소까지 모두 고려할 필요성에 의

해 생긴 개념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화 

흥행 요인을 분석하고 모델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

리하여 영화 흥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하는 본 연구는 ‘영화공학’의 하나의 사례가 될 것

이다[5].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한국 천만 영화를 

대상으로 ‘① 영화 흥행 요인 분석 → ② 영화 흥행 예측 

모델 및 요인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나

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흥행 예측 평가 프로그램 개

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 방식과 유사한 김진욱의 연구에서는 빅데이

터를 활용한 영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NS

에서 나타난 반응을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로 구분

하여 영화흥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대량의 검

색 조회 수를 데이터화 했으며, 영화 <명량>의 영화마

케팅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이 영화흥행을 예측하는 데 

기존의 마케팅 분석보다 가장 적은 ±6% 이하의 오차범

위를 이끌어 냈다[6]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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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영화에서 ‘웃음’과 ‘눈물’이라는 텍스트 내적 요

소를 도출하고 이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한 본 논

문의 영화흥행 분석 역시 오차범위가 적은 방식이라는 

것을 강조하여도 될 것이다.  

Ⅲ. 장르별 웃음, 눈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3.1. 장르별 빅데이터 분류 및 수집

본 논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천만이상의 관객

을 동원한 흥행작들의 흥행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영화를 사극, 드라마, 액션, 재난, 역사

물(시대극)로 분류하고 각 장르에서 대표적인 영화, 총 

13개의 흥행작을 추출하였다. 사극 장르에서는 <왕의

남자>, <명량>, <광해>를 드라마 장르에서는 <실미

도>, <국제시장>, <7번방의 선물>, <변호인>, <태극기 

휘날리며, 재난 장르에서는 <괴물>, <해운대>, 액션 장

르에서는 <베테랑>, <도둑들,> 역사물(시대극)로는 

<암살>을 선택하였다. 각 영화에 대해 제작단계에 따른 

기본 데이터(제작사, 감독, 배우, 배급사, 상영관 수, 개

봉시기, 전개방식, 장르, 등급, 수상내역 등)를 포털사이

트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연도별 통계자료를 통해 수집

하였고, 또한 각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전문가와 일반

인으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연구를 위해 python, java를 이용한 웹 크롤러를 설

계, 개발하였다.

Fig. 1 Operation process of the web crawler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사이트의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읽어와 영화별로 저장해 주는 역할과 별도의 키

워드를 기준으로 관련된 내용을 수집해 주는 역할을 한

다.  웹 데이터를 읽어 오는 것은 python과 crawler4js를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java와 poi라이브러리를 이용하

였다. 그림 1은 개발한 웹 크롤러를 이용해 웹 사이트

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도식화 한 그림이며, 그

림 2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다.

Fig. 2 Construction of Database

각 영화 마다 관객들이 추천한 수를 바탕으로 명장면

을 13개씩 추출하였다. 추천 수의 기준은 네이버, 다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객들이 평한 장면과 대사를 조

합해 추천 수가 많은 순으로 추출한 것이다. 다음 절에

서 제시하는 장면에 scene1 ~ scene13으로 표시되어 있

으며, 1부터 추천 수가 높은 장면이다. 각 장면을 이미

지화 하여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검색한 결과, 장면 

별 5,000 ~ 6,000개 정도의 검색결과가 추출되었으며, 

각 결과 페이지에 있는 눈물과 웃음의 요소를 중복을 

제거하여 추출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절에서는 흥행작에서 영화의 러닝 타임 안에서 명

장면과 눈물과 웃음의 요소의 수와 러닝 타임 구간 별 

각 요소의 가 등장하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장르별 웃음과 눈물 요소 추이 분석

3.1절에서 영화의 장르별 명장면이 등장하는 시간에 

대해 수집한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전체 수집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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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중 사극 장르-<왕의남자>, <명량>에 해당하는 내용

만 본 논문에 첨부) 

각 영화의 명장면 선정 기준은 3.1 절에서 설명했듯

이, 네이버, 다음, 영화진흥위원회의 전문가 및 일반인 

들이 선정한 명장면, 명대사를 조합하여, 그 중 추천 수

가 가장 많은 순으로 scene1 ~ scene13까지를 선정한 것

이다. 

Table. 2 Scenes appeared time of costume drama 
movie

Costume drama

King And 
The Clown

Appearance 
Time

ROARING  
CURRENTS

Appearance 
Time

scene1 5.44 scene1 86.35

scene2 5.42 scene2 11.12

scene3 27.39 scene3 26.5

scene4 31.41 scene4 39.47

scene5 31.54 scene5 80.49

scene6 36.41 scene6 76.04

scene7 35.25 scene7 65.52

scene8 40.26 scene8 13.21

scene9 53.01 scene9 10.19

scene10 63.53 scene10 109.35

scene11 67.29 scene11 70.05

scene12 69.02 scene12 56.37

scene13 76.44 scene13 53.15

 

13개 영화에서 추출한 명장면 안에서 관객들이 평한 

내용 중 웃음과 눈물과 관련된 내용을 카운팅 하기 위

하여 별도의 테스트 셋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TestSet 1 눈물 : 눈물, 통곡, 슬픔, 울었다, 슬프다, 울

음, 아프다, 아픔, 눈물이, 아프다, 마음이 아픔, 눈시울, 

흑흑

TestSet 2 웃음 : 즐겁다, 멋지다, 웃기다, 통쾌, 웃긴, 

방긋, 쩐다, 유쾌, 멋짐, 웃음이, 웃다, 요절복통, 우습다, 

씨익, 폭소, 씩, 실소, 빙그레, 웃겨, 웃음, 미소, 배꼽

위의 테스트 셋 1,2를 이용하여 각 장면에 대해 관객

들이 언급한 내용 중 웃음과 눈물에 관련된 것이 몇 개

나 되는지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한 후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Table. 3 Counting of Tears and Laughter at box office 
scene

King And The Clown Roaring Currents

Count of 
Laughter

Count of 
Tear

Count of 
Laughter

Count of 
Tear

284 685 24 201

354 512 34 153

124 245 102 203

234 652 152 204

256 152 38 320

123 354 112 265

153 258 103 284

205 345 204 306

102 235 105 201

135 684 106 423

102 524 157 621

135 675 42 203

112 125 50 109

아래의 그림 3에서 볼 때, <명량>이 다소 무거운 정

통 사극인 탓으로 대체로 웃음 요소에 대한 버즈량

(SNS+댓글+기사)은 적다고 볼 수 있었지만, 사극 장르

에 있어서 웃음은 대체로 영화 러닝타임을 5구간(발단-

전개-위기-절정-결말)으로 구분한 구성에 있어 2구간

(전개) 부분에서 가장 높은 버즈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웃음의 요소가 적었다. 사극 장르에 

있어서 웃음은 흥행 요소의 발단 부분에서 준 긴장감을 

전개 부분에서 다소 해소시키면서 관객을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Fig. 3 Elements of laughter as seen in eac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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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극 장르에서 흥행하려면 전개 부분에서 웃음

의 요소를 넣어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면 눈물의 요소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Fig. 4 Elements of tear as seen in each section

위의 그림 4를 보면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웃음 요

소가 많은 탓에 대체로 눈물 요소는 적은 버즈량을 보

이지만, 대체로 사극에서의 눈물 요소는 구성 5구간 중 

3구간에서 가장 높은 버즈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후반부

로 갈수록 눈물 요소가 적은 버즈량을 보이고 있다. 사

극 장르에서는 사건의 전개가 지나간 다음 눈물 요소로 

관객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극 장르에서 흥행하려면 3구간인 위

기 부분에서 울음의 요소를 넣어야 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웃음과 눈물의 요소는 천만 영화 13편을 전체로 

놓고 보면 모두 웃음과 눈물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영화별로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볼 때, <왕의 남자>인 경우 웃음 요소와 

울음요소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며 비극적 정서를 주조

로 되어 있는 반면, <베테랑>의 경우는 웃음 요소가 울

음 요소보다 훨씬 많은 버즈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베테랑>의 천만 영화의 요소는 희극적 정서를 주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웃음과 

울음의 버즈량이 가장 비슷한 영화는 재난영화인 <괴

물>과 <해운대>로 재난을 통한 울음 요소에도 그 만큼

의 웃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 외의 대부분의 천만 영화에서는 웃음과 울음의 요소

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영화 흥행에는 웃음

과 울음을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천만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한

국영화 13편의 흥행작들의 흥행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천만 영화를 대상으로 웃음과 눈물

이라는 텍스트 내적 흥행 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분

석 결과가 실제로 어떠한 흥행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그 결과 13편 각각의 영화가 영화별로 웃

음과 울음의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웃음

과 울음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

르별로 살펴볼 때, 사극 장르의 경우 구성의 구간별로 

웃음은 전개 부분에서, 울음은 위기 부분에서 가장 많

은 버즈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영화

Fig. 5 Analysis laughter and tear of the elements in th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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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흥행하려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영화 텍스트 외적인 요소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화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

는 있었지만, ‘웃음’과 ‘눈물’ 같은 중요한 텍스트 내적

인 요소를 추출하여 접근한 논문을 없었다. 이 연구는 

천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이 

요소가 천만 영화의 장르별 구성에 어떤 추이를 보이는

가를 명장면을 통해 추출해 내었으므로, 기존의 영화 

텍스트 외적 요소를 빅데이터 자료로 한 연구나 긍정, 

부정적 반응을 단순히 분석 요소로 검증한 연구와는 크

게 차별화된다. 

텍스트 내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정보 구

축을 통해 영화의 발상이나 구성에 있어 기초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영화 제작이나 기타 관련 

영상물의 생산 작업 현장에도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영화 제작 환경에서 사전 제작 단계에서

부터 사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향 평가가 가

능한 기초 자료 마련을 뜻한다. 이처럼 영화흥행 요소

의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통해 흥행 예측이 가능해지면 

영화의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실제 영화 산업 현장에서 사

전-제작-사후 단계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제작된 영화는 향후 흥행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화 흥

행 자료의 활용을 통해 영화 제작에 드는 비용의 리스

크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므로 흥행 실패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학과 영화 콘텐츠, 영화 산업과의 ‘융합’ 연구

가 대학 내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제 산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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