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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화 장르에 한 기존 연구는 특정 장르와 화 성과간의 유의성 검증에 집 하 다. 그러나 기존 연구

는 상 국가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론 , 실무  시사 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단일 장르와 성과 간의 계에 집 했기 때문에, 최근 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복합 장르 문제

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과 복합 장르 자료를 활용하여 

장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르 심성과 화 성과와의 계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장르 심성과 

화 성과 간에는 역 U 형태의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나친 ‘탐색’과 지나친 ‘활용’보다는 

이 둘 간의 직 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론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실무  차원에서 화 

장르의 범 와 조합을 선택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연구 상을 확

하고 장르 간 연결에 한 질  분석을 수행한다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화산

업의 성장과정과 연계한 장르 네트워크의 동  연구로도 확장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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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isting researches on movie genre have bee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specific 

genre and performance of a movie. However, most of films cross into multiple genres and new 

approach is needed for analyzing a genre network. In this study social network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genre centra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movie performance by developing 

a genre network, i.e. network among multiple genres constructed via genre co-occurrence 

pattern in a specific movie. Three index of genr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and bonacich power centrality, were tested for the valued genre network.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re centrality and movie performance appeared to be 

inverted U-shaped. This empirical finding is in line with the theory of ambidexterity which 

emphasizes the balance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an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movie producers, distributors, and theaters that need to develop genr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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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와 같은 문화상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경험하기 

까지는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1][2]. 따라서 잠재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기 에 불확실한 품질 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화 장르와 같은 범주 구분이 

제품 선택의 요한 기 이 된다[3]. 특히 문화상품, 외

식산업 등 경험재 성격이 강한 산업의 경우 범주 구분

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4][5]. 생산자 에서 범주

는 제품 설계 의사결정과 같다. 화 산업의 경우 범주

는 사  제작단계에서 장르에 한 의사결정과 하

게 련된다. 범주는 시장경쟁의 핵심과정이자 조건이

며, 품질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의 거래 불확실성을 이기 해 활용될 수 있는 략

 상이다[6].

화 산업 내 장르에 한 기존 연구는 주로 람객

수 는 매출액 등 상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장르

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데 을 두었다. 그러나 상 

국가와 표본 기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투자  제작 의사결정에 이 연구들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를 들어, 미국 화에 한 연구를 비교해 

보면, SF, 공포, 코미디 장르가 유의한 경우[7], SF, 코

미디가 유의한 경우[8], 코미디가 유의한 경우[9] 등 

화 성과에 향을 주는 장르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

다. 국내의 경우도 코미디, 드라마, 미스터리[10]가 유의

한 경우, 코미디[11]가 유의한 경우 등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연구마다 장르별 유의성에 차이가 난다는 뿐만 아

니라 2개 이상의 복합 장르로 구성될 경우 장르간 조합

에 따라 화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 고려

되어야 한다. 문화  범주의 분화에 따라 액션-코미디, 

액션-드라마, 코믹-공포와 같은 복합 장르가 많아지므

로 분화 는 재결합되는 복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가 필요하다[12]. 즉 람객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특정 장르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기존 연구의 근

은 체 화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복합 장르 

화의 특성과 그 성과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 에 따라, 일부 연구에서는 화 참여자를 

심으로 장르의 확장 과정  화 성과와의 계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화 감독이나 배우는 새로운 

장르 진입을 통해 유연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시도하

는 경우가 많다[13]. 감독의 지  변화와 장르 확장에 

한 연구를 보면, 감독의 지 에 따라 감독의 장르확

장 경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를 들어, ‘ 간 

지 의 순응(middle status conformity)'이론에 따르면 

지 가 낮은 감독은 다양한 장르 진입을 통해 자신의 

분야를 찾다가 간 지 에 가까울수록 어느 한 장르에 

집 하며, 지 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이미 구축된 장르 

외에 새로운 장르로 진출하여 자신의 역을 확장한다

는 것이다[14][15]. 감독의 장르 확장과 성과 간 계에 

한 연구에서는 장르 확장이 화의 상업  성과에 부

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다[16][17]. 소비자

는 공 자의 기존 범주를 통해 상품을 비교하고 평가하

기 때문에 장르 확장은 부정 인 상업  결과로 귀결되

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역에 참여하는 매

자(generalist)에 비해 한 분야에 특화된 문가

(specialist)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과 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18]. 즉 낯선 장르에 새롭게 참여하는 공 자

는 이미 해당 장르의 역을 구축한 공 자에 비해 부

정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복합 장르를 기반으로 장

르들 간의 연결 패턴을 분석하는 장르 네트워크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르 네트워크가 요한 이유

는 화 장르의 다양화와 함께 두 개 이상의 복합 장르

로 구성된 화들로 인해 화를 하나의 장르로 규정짓

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19][20]. 따라서 

제작  배 사 에서 보면, 화 장르 략을 수립

할 때 어떤 장르와 어떤 장르를 결합하는 것이 화 성

과에 정 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단하기 해서라

도 장르 네트워크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특히 시

에 따라 람객의 장르 선호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

에 변화하는 지형도를 지속 으로 반 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장르의 유의성 

검증에 집 하는 기존의 연구를 탈피하여,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을 통하여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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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 네트워크 구조에 반 된 장르 심성을 측정하

고, 이 장르 심성이 화의 상업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 방법은 시장 내 문

화상품 범주들 간에 형성되는 문화  상징의 결합·융

합이 소비자의 문화상품 선택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

를 하여 기존의 화산업에 한 네트워크 연구를 

살펴보고 다양한 이론  을 결합하여 장르 네트워

크에 한 가설을 수립한 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개 된 국내 화에 한 자료를 토 로 가설을 검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상품 범주 결합이 

상품 매의 성과에 미치는 향 요인에 한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화산업 이해 계자들의 장르 선택 

는 복합 장르 구성에 한 실무  시사 을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화산업의 사회연결망 분석 연구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은 구조 인 치에 따른 이

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사회  계

의 패턴이 어떻게 경제 인 성과를 증진시키는지, 어떻

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붕괴되고 속되는지 설명하

는 데 합하다[21]. 화 산업에서 사회연결망 분석 방

법론을 활용한 연구는 화 제작 로젝트 참여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다. 로젝트 참여자들은 제

작자, 감독, 작가, 편집자, 카메라감독, 미술감독, 작곡가 

등 코어크루(core crew)로 정의할 수 있다[22]. 주요 연

구들은 참여자들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네트워

크 특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화의 상업  는 술

 성과를 분석하 다. 

코어크루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조와 술성과 간

의 계를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 의 핵심성(team 

coreness)과 개인의 술성과 간의 계는 역 

U(inverted U) 형태로 나타났다[23]. 이는 네트워크의 

핵심(core)과 주변(peripheral) 참여자들의 균형 잡힌 

구성이 술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화의 상업  성과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코어크루 참여자  제작자의 네트워크 심성

을 동 인 에서 근하여 상업  성과와의 계를 

분석한 연구가 표 이다[24]. 연구결과, 제작자의 네

트워크 심성은 상업  성과와 역 U 형태의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자의 심성이 높아지면 일반

으로 효율성이 증가하여 상업  성과가 높아지지만, 

심성이 무 높아지면 조정 비용이 증가하고 정보처

리에 한 압박이 높아지며, 새로운 계형성 노력도 

한계에 부딪  결국 성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 , 이 연구들은 화 제작 참여자들 간의 사회  

네트워크가 화의 술 , 상업  성과와 역 U 형태의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  연구도 있는데 감독, 

배우, 제작자, 작가 각각이 해당 집단의 사회  네트워

크에서 행사하는 향력과 화의 상업 , 술  성과 

간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코어크루  참여

자 체의 네트워크 심성은 상업 , 술  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 반면 감독과 작가

의 네트워크 심성은 상업  성과를 유의미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작자와 배우 네트워크 심

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술  성과 측면에서는 작가의 

네트워크 심성이 유의하 으며, 제작자, 배우, 감독 

네트워크 심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코어

크루의 일부 는 체로 구성된 개인 간 네트워크의 

심성과 화 성과의 계는 일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감독, 배우 등 화 참여자를 

상으로 한 네트워크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1992년부

터 2001년까지 10년간 상 된 화를 상으로 감독과 

배우 네트워크를 만들고 감독의 배우 다양성, 배우의 

감독 다양성, 감독의 장르 다양성 변수를 구성하여 상

호간의 계를 연결망과 범주 조응성(correspondence) 

에서 분석한 연구가 표 이다[12]. 감독의 배우 

다양성과 배우의 감독 다양성은 한 감독 는 배우가 

평균 으로 얼마나 많은 배우 는 감독과 화를 촬

했는가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감독의 장르 다

양성은 감독이 얼마나 많은 화 장르에 참여해 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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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한 것으로서, 이 값이 크면 감독이 다양한 장르

에 참여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앞서 언 한 장

르 확장 연구를 개인 간 네트워크 에서 수행한 것

으로서, 화 장르들 간의 네트워크를 상품 구조 

에서 분석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난다. 다른 연구[26]

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상 된 화를 

심으로 감독과 배우를 연결한 상품-감독-배우 네트

워크, 감독 네트워크, 배우 네트워크를 구축하 으나 네

트워크 구조를 시각 으로 보여  탐색 인 연구에 머

무르고 있다. 의 국내 연구들은 모두 감독과 배우 간 

네트워크를 심으로 근하고 있다는 에서 사회  

계를 심으로 화 네트워크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국내 연구들은 이

러한 네트워크 특성이 화 성과와는 어떠한 계에 있

는지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에서 실무  시사 을 제

공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화 산업 사회연결망 분석 연구들

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화 제작이 형 인 로젝트 네트워크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을 반 하여 참여자 개인 간

의 네트워크를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27]. 이에 

반해 상품 구조 네트워크의 에서 장르들 간의 네트

워크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는 연구들도 장르 네트워크에 배태된 각 장르의 

특성이 화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심도 있

게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둘째, 기존 연구는 일 성 있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비일 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표본의 시기 , 장소  차이 때문일 수도 있지

만, 다른 한편 로젝트 참여자의 치와 역할에 따라 

추구하는 목 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를 들어 

감독과 같이 술  성과에 을 둔 경우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술 인 성과를 높이려고 하지만, 제

작자와 같이 재무  성과를 추구하는 참여자는 흥행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28]. 화 참여자 네트워크를 

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참여자의 동기

를 반 하여 재무  성과와 술  성과를 모두 요하

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르를 심으로 한 상품 구조 

네트워크로 근하여 화 참여자 네트워크와 달리 

술  성과의 계에 한 이론  근거가 불충분하다. 

를 들면, 공포, 코미디 등 특정 장르의 경우 술  측

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 산업 내의 일반 인 연구 흐름에 따

라 람객수를 심으로 상업  화 성과 에서 

근하고자 한다. 

2. 장르 중심성과 영화 성과 간의 관계

화와 같은 문화상품은 실용 인 기능보다는 미학

이며 표 인 가치를 시하는 을 상으로 하

고 있다[29]. 따라서 품질에 한 평가가 주 이며 소

비자의 취향도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요

한 략  하나가 문화  상징에 호소하는 장르 략

이다. 네트워크라는 에서 보면, 배우, 감독과 같은 

화 제작 참여자들 간의 사회  네트워크만큼이나 

요한 것이, 장르로 표 되는 문화  상징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화산업 내의 경쟁은 새로움(novelty)에 한 추구

에 의하여 발생되지만 소비자는 새로움(novelty)뿐만 

아니라 친숙함(familiarity)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움과 친숙함이 합쳐질 때 문화상품의 성공가능성

이 높아진다[30]. 소비자는 상품에 한 이해를 해서 

친숙함이 필요하며, 즐기기 해서는 새로움이 필요하

다. 그런데 소비자의 취향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는 새로움을 주었던 것이 재에는 친숙함이 되기도 한

다. 따라서 새로움과 친숙함의 조합은 문 인 단이 

아닌 통찰력에 의존하는 ‘기술(art)’이라고 할 수 있다. 

장르 에서 보면 화사는 기존의 스타일과 스토리

에 새로운 장르의 특성을 덧입  새로움과 함께 친숙함

을 추구할 수 있다[31]. 

새로움과 친숙함 간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0]. 화사가 문화 상품의 새로운 장르나 범주를 

형성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화 산업 내 부분의 상품

과 비교하여 명 이기 보다는 차별 인 형태로 계승

되어야 한다. 반 로 약간의 제품 차별화만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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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me-too)‘ 략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장기

으로 신 인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략을 잃어서는 

안 된다. 창조 인 시스템이 없다면 개인의 창조성이 

드러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창조 인 개인이 없다면 

과거 성공의 조악한 모방만 지속될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새로움과 친숙함의 균형은 이론  측면에서도 견고

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조직학습 에서 탐험

(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의 균형이 장기 인 

조직 생존에 매우 요하다[32]. 탐험은 신 인 방식

으로 일하고 기존의 것과는 다른 유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며 기본 으로 험을 동반한다. 반 로 활용은 생

산성과 효율성에 을 두고 기존 것을 유지하거나 부

분 으로 수정하는 행 로 정의할 수 있다. 제품 개발 

에서 탐험과 활용을 용하면 탐험은 새로운 제품 

시장 진입을 하여 불연속 인 기술 신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며, 활용은 기존의 시장 내에서 제품을 개선

하기 하여 부분 이며 진 인 기술 신을 시도하

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33]. 

탐험과 활용이 교환 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진

인 신과 불연속 인 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에서는 이를 ‘양손잡이(ambidexterity)’라는 

개념으로 정의하 다[34][35]. 성공 인 ‘양손잡이’ 기업

들은 로세스, 구조, 문화 측면에서 기존의 활용 심의 

조직과는 분리된 별도의 탐험 심의 조직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일반 이다[36]. 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새

로움과 친숙함은 곧 탐험과 활용이며 문화 상품에 한 

새로움과 친숙함의 균형은 탐험과 활용의 양손잡이 

근과 같은 것이다. 

탐험과 활용, 새로움과 친숙함에 한 논의는 화 

장르 네트워크와 화 성과 간의 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를 들어, 이번 

해에 개 한 화 A가 장르 심도가 낮은 ‘인물’ 장르

와 ‘인권’ 장르를 결합한 것이라면 화 소비자에게 주

는 상징  신호는 친숙함 보다는 새로움이라 할 수 있

다. 다른 장르와 결합된 이 거의 없는 두 장르 간의 

결합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새로움을 달하고, 이는 곧 

상업  성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화 B는 장르 심도가 높은 ‘멜로’ 장르와 ‘드라

마’ 장르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다른 장르와 빈

번히 결합했던 두 장르가  다시 결합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달되는 문화  코드는 친

숙함과 익숙함이며, 따라서 화 소비자가 추구하는 새

로움에 한 기 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도한 익숙함 때문에 화 소비자의 기  수

은 높지 않게 되고, 특별한 유인이 없다면 람객을 끌

어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약 화 C가 장

르 심성이 높은 ‘멜로’ 장르와 장르 심성이 낮은 ‘인

물’ 장르를 결합한 것이라면, ‘멜로’ 장르의 친숙함과 ‘인

물’ 장르의 새로움을 동시에 갖게 되기 때문에 활용  

가치와 탐험  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

념을 장르 네트워크에 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화의 장르 심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람객의 수

용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새로움에 한 경험을 제공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의 성과가 낮을 것이고, 화

의 장르 심성이 지나치게 낮으면 람객은 새로움을 

경험하지만 친숙함은 낮아 화의 성과가 낮을 것이다. 

이에 반해 장르 심성이 간 수 인 경우, 친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의 성과

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화의 장르 네트워크 심성

과 화성과의 계는 역 U 형태일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Ⅲ. 자료수집 및 연구모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4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에서 제작되

어 개 한 1,046개 화를 조사 상으로 포함하 다. 변

수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원을 활용하여 통합하 는데, 

장르, 수상경력, 람등 은 상자료원의 자료를 활용

하 고, 람객수, 배 사, 개 일, 집계년도는 화진

흥 원회 자료를 활용하 다. 한 화품질을 측정하

기 하여 화 련 문사이트인 씨네21, 맥스무비, 네

이버 화로부터 람객 평 , 비평가 평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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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정식개 일 이 에 상 된 시사회 등의 자료와 재개

 자료는 삭제하 다. 연말개 작의 경우 차기년도에

도 분리 집계되므로 재개 이 아닌 상 지속으로 간주

하여 년도와 성과를 합산하 다. 그러나 연말개 작

임에도 개 년도의 집계실  없이 차기년도에만 집계

된 경우 집계년도의 실 을 사용하 다. 화제, 기획

, 졸업  등 묶음상 과 감독 (디 터컷), 확장 , 무

삭제  등도 제외하 으며 동명다작 화는 통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하 다.

화의 장르는 화사가 화자료원에 정보를 등록

할 때 분류한 장르를 기 으로 하 다. 장르구분이 되

어있지 않아 화자료원에서 문가들을 고용하여 분

류한 화들이 존재하지만 1990년  이 에 개 된 

화들로 본 연구범  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

인하 다. 장르 구분시 동일 용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재구분하 다. 모험은 어드벤쳐로, 공포(호러)는 공포

로, 기는 인물로, 사회물(경향)은 사회로, 기독교 애니

메이션은 종교와 애니메이션으로 재구분하 다. 최종

장르는 SF, 가족, 타지,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코미

디, 어드벤쳐, 드라마, 뮤지컬, 멜로드라마, 액션, 범죄, 

스포츠, 아동, 재난, 쟁, 인문, 지역, 사회, 갱스터, 느

와르, 종교, 로드무비, 뮤직, 에로, 옴니버스, 청춘 화, 

하이틴(고교), 동성애, 서부, 과학, 역사, 자연/환경, 교

육, 실험, 계몽, 군사, 시 극/사극, 무 , 반공/분단, 첩

보, 인권, 신 , 술, 문화, 애니메이션, 모험, 활극, 해

양액션, 오페라, 합작(번안물), 기업/기 /단체 등 53개

로 20개 이하의 장르로 구분한 부분의 연구

[10][37-39]와 비교할 때 더 세부 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상 화의 장르 구성은 단일 장르 477개

(45.6%), 2개 장르 421개(40.2%), 3개 장르 123개

(11.8%), 4~5개 장르 25개(2.4%)로 구성되어 체 화

의 54.6%가 복합 장르로 나타났다. 2005년에서 2007년

도 화의 경우 38~39%가 복합 장르 으나 2008년 이

후에는 복합 장르 비율이 52~68%로 증가하여, 체

으로 화가 복합 장르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르 네트워크 구성 및 중심성 지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화의 장르 심성은 두 단계

를 거쳐 구성되었다. 1단계는 장르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이로부터 각 장르별로 장르 심성을 도출하는 것이

다. 화는 하나의 장르에만 기반해 있는 단일 장르 

화와 2개 이상의 장르로 구성된 복합 장르 화가 있는

데, 단일 장르 화로는 장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

다. 장르 네트워크는 장르들 간의 결합 방식을 토 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합 장르 화의 장르 간 

연결 구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이 네트워

크로부터 각 개별 장르의 심성을 계산하 다. 다음 2

단계에서는 장르 심성을 토 로 개별 화의 장르 

심성을 구성하는 단계이며 화를 구성하는 각 장르의 

장르 심성을 종합하여 도출하 다. 즉 개별 장르의 

심성은 장르 네트워크에서 그 장르의 장르 연결 구조

로부터 만들어지며, 개별 화의 장르 심성은 해당 

화의 개별 장르 심성들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것은 장르 심성과 장르의 

성과 간의 계가 아니라 개별 화의 평균  장르 

심성과 화 성과와의 계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화 참여자의 인  네트워크 심성과 성과 간의 계

를 분석하 는데, 본 연구는 상품 네트워크, 혹은 문화

 상징의 네트워크 의 심성이라는 측면에서 차

별화된다. 

화의 장르 심성 변수 구성 차에 해서 각 단

계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먼  1단계는 장르 네트

워크로부터 장르 심성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장르 심성과 장르 다양성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장르 다양성은 어떤 화가 기

반하고 있는 장르의 수, 혹은 그 장르들 간의 거리로 분

석이 가능하다. 어떤 화가 많은 장르들을 포 하고 

있고, 그 장르들이 자주 연결되지 않는 이질 인 것들

이라면 장르 다양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컨 , 자

주 연결되지 않는 세 개의 장르에 기반하고 있는 화

는 자주 연결되는 두 개의 장르에 기반한 화보다 다

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장르 심성은 장

르 공출 (co-occurrence)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장르

가 다른 장르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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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를 들어 여러 장르들과 자주 공출 하는 

두 개의 장르에 기반한 화는 다른 장르들과 거의 연

결되지 않는 세 개의 장르에 기반한 화보다 화의 

장르 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1 

장르 심성을 도출하기 해서는 2개 이상의 장르간 

연결로 구성된 장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화를 

표하는 제1장르를 심으로 서  장르들이 연결된 

에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를 들

면, [그림 1]과 같이 코미디, 액션, 드라마, 가족의 복합 

장르로 구성된 화 A가 존재할 경우, 제1장르인 코미

디를 심으로 액션, 드라마, 가족이 서  장르로 연결

된 에고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그림 1. 영화 장르 네트워크 구성 예시

연결(tie) 방향성은 각 장르가 혼합되어 나타남을 반

하여 비방향(non-direction)으로 정의하고 인 행렬

(adjacency matrices)은 연결의 강도를 반 한 계량  

네트워크(valued network)로 구성하여 장르간의 연계

가 많이 될수록 연결 강도가 커지고 심성이 증가하도

록 하 다.

[그림 1]과 같이 3개 이상의 복합 장르가 아닌 2개의 

장르로 구성된 에고 네트워크가 비방향성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 구조에 향을 받지 않는다. 

를 들면, 멜로와 드라마, 드라마와 멜로 장르간의 연결

이 비방향 이라면 에고 네트워크는 제1장르 여부와 

계없이 두 장르간의 연결로만 나타난다. 총 569개의 

복합 장르  2개 장르로 구성된 복합 장르가 74% 수

이므로 다른 형태의 에고 네트워크 구조 가정에 크게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1 장르 다양성은 장르 심성과 다른 의미를 갖지만, 이 역시 화의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모형에 통제변수로 추가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화 감독 는 배우의 장르 확장성 측

면에서 근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장르 개수를 통제변수로 포함

하여 장르 다양성을 고려하 고, 장르간 거리는 별도의 장르 네트워

크 연구 주제로 볼 수 있어 향후 연구 방향에 기술하 다. 

네트워크에서 어떤 마디( : 장르)의 심성은 연결

망 체에 한 정보  자원의 지배력, 향력을 의미

한다. 계량형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에는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세 심성

(eigenvector centrality), 권력 심성(bonacich power 

centrality) 등이 있다[40]. 연결 심성은 어떤 장르가 

얼마나 많은 장르와 직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며 

지표의 해석이 매우 쉽다는 장 이 있다. 세 심성

은 어떤 장르와 연결된 다른 장르의 심성을 고려한 

지표이다. 즉 어떤 장르가 매우 높은 심성을 갖는 다

른 한 장르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히 한 개의 장

르와 연결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권력 심성의 경

우 한 장르가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권력으로 

보고 직간  연결을 통해 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를 측정한다. 권력 심성 에서는 직  

연결된 경우 권력행사가 쉬우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미

치는 권력이 약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된 장르의 간  향력을 반

하면서 체 네트워크까지 미치는 향력은 포함하지 

않는 세 심성을 기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연결 심성 에서 보면 멜로-드라마와의 계

는 멜로-인물의 계를 동일하게 하나의 연결로 상정

한다. 하지만 다른 장르와의 연결성이 낮은 인물 장르

보다 다른 장르와의 연결성이 높은 드라마가 멜로 장르

의 심성에 향을 다는 을 고려할 때, 장르들 간

의 직 인 연결만을 고려하는 연결 심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 로 권력 심성의 경우 직 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장르에 한 향력을 고려하고 있

는데, 동일 화에서 연결되기 어려운 원거리 연결까지 

고려하는 것은 실 이지 않다. 그러나 직 으로 

악하기 어려운 장르 간 계를 단정 으로 정의하기 어

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결 심성과 권력 심성 

변수도 측정하여 세 심성 결과와 비교하 다. 장르 

심도의 측정 기간 련하여 람객의 선호를 측하

여 제작 략이 지속 으로 변화하므로 연도별 장르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UCINET6로 각 장르의 심성을 

측정하 다. 

2단계에서는 이 게 구성된 각 장르의 장르 심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6160

지표를 개별 화에 연계하여 개별 화의 장르 심성

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만약 특정 화가 단 하나의 장

르만 가지고 있는 단일 장르 화라면, 그 장르의 장르 

심성이 곧 해당 화의 장르 심성이 된다. 컨  

만약 코미디 장르의 장르 심성이 10이라면, 코미디 

화 A의 장르 심성은 10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어

떤 화 B가 둘 이상의 장르를 포 하는 복합 장르라

면, 그 화의 장르 심성은 각 장르 심성의 평균값

으로 계산된다. 컨 , 코미디와 드라마 장르에 속한 

화라면, 코미디 장르의 심성과 드라마 장르의 심

성의 평균이 곧 그 화의 장르 심성이 된다.

3. 연구모형

종속변수인 화 성과는 재무 인 측면에서 박스오

피스 매출액을 기 으로 한 연구[20][41]와 람객수를 

상으로 한 연구[37][42]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조

조  주말 등 가격정책 변화, 할인권 등 마  정책변

화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정책 향요인을 고려하여 

람객수를 상으로 하 다. 화 매출액  람객수와 

같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분포의 경우 

로그를 취하는 것이 하므로[43] 다른 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람객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

로 정의하 다.

통제변수는 장르, 람등 , 국내외 수상경력, 람객 

 비평가 평가품질, 공 사슬 수직통합, 개 년도, 개

시기, 장르개수로 구성하 으며 독립변수는 앞 에

서 언 한 세 심성을 포함하되 1차항과 2차항을 모

두 반 하 다. 연구모형은 수식 (1)과 같이 구성하여 

최소자승법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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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 화 i의 람객수

  = 화 i의 람객 평가 품질

  = 화 i의 비평가 평가 품질

  = 화 i의 장르개수

  = 화 i의 공 사슬 수직통합 더미변수

  = 화 i의 장르에 한 더미변수

  = 화 i의 상 등 에 한 더미변수

  = 화 i의 수상실 에 한 더미변수

  = 화 i의 개 년도

  = 화 i의 개 월

  = 화 i의 장르 심성 1차항

  = 화 i의 장르 심성 2차항

= 오차항

각 통제변수를 포함한 이론  근거는 아래와 같다. 

화의 품질 평가는 람객의 평가와 비평가의 평가

로 나  수 있는데 람객의 평가는 인터넷을 통한 평

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가 표 이다[10][20][41]. 

그  평 의 수화와 련된 연구에서는 A+은 15 , 

A는 14 , A-는 13  등으로 등 에 따라 수가 낮아

지는 구조로 F는 1 으로 환산하 다[41]. 본 연구에서

는 맥스무비 (1～10 ), 씨네21(1 ～10 ), 네이버 화 

(1～10 ) 평 을 그 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세 개 사

이트의 평균 수를 사용하 다. 비평가 선호도에 한 

평가는 화성과 결정요인에 한 많은 연구에서 사용

하는 변수이다[10][20][43-45]. 본 연구에서는 비평가 

평 을 포함하지 않는 맥스무비를 제외하고 씨네21 

(1～10 )과 네이버 화 (1～10 )의 비평가 평  평균

값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장르 심성은 2개 이상 장르

의 복합 장르 화를 상으로 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각 화의 장르 개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 다. 타 연

구에서는 복합 장르 여부를 더미변수로 포함한 바 있다

[20]. 

화 산업의 수직  통합은 국가별 산업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 헐리우드 화산업의 

경우 1948년 독과  지법에 의하여 스튜디오가 소유

한 극장을 1950년  후반까지 매각하도록 하는 결을 

내린 이후 유통망과 스타에 한 스튜디오의 통제력은 

크게 감소하 다[46]. 따라서 이후 미국 화에 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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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향력에 한 연구는 극장을 심으로 한 유통

망에 한 수직통합  향력이 아니라 시장 유율 

의 시장지배력으로 근하 다[10][47]. 반면 국내 

화산업 구조는 3  극장 체인인 CGV, 롯데시네마, 메

가박스의 과  체제 하에서 배 사와 극장이 수직통합

된 형태로 되어 있어 상  의사결정  화 성과에 큰 

향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씨제이엔터

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씨제이CGV, CGV아트하우스,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쇼박스㈜미디어 스 등 수직통합 배 사 여부를 더

미변수로 포함하여 의 배 사에 해당되는 경우 1, 그 

외에는 0의 값을 가진다.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특정 장르가 성과에 향

을  수 있으므로 각 장르를 더미변수로 포함하 다

[7-10]. 본 연구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상  10개 장

르인 드라마(GENR1), 코미디(GENR2), 멜로드라마

(GENR3), 액션(GENR4), 스릴러(GENR5), 공포(GENR6), 

인물(GENR7), 미스터리(GENR8), 범죄(GENR9), 가족

(GENR10)을 더미변수로 포함하여 해당 장르의 경우 1, 

그 외에는 0의 값을 가진다.

람등 은 체 람가, 12세 람가, 15세 람가, 

18세 람가, 제한상 가 등 총 5개 등 으로 구성된다. 

제한상 가는 선정성, 폭력성, 모방 험 등의 요소가 과

도하여 사실상 상 지 처분에 가까운 등 을 의미한

다. 기존 연구는 람등 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연

구[7-9], 일부 람등 (G, PG 등)만 유의미하게 나온 

연구[47][4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 람가 등 을 기 으로 12세 람가(RATN1), 15세 

람가(RATN2), 18세 람가(RATN3), 제한상 가

(RATN4)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여 해당 등 의 경우 1, 

그 외에는 0의 값을 가진다. 

화제 수상 경력에 해서는 해외 연구의 경우 아카

데미상 수상 실 과 화 성과간의 유의성에 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41][44][49][50]. 본 연구에서는 국

제 화제 수상 경력(AWRD1)과 국내 화제 수상 경

력(AWRD2)으로 구분하 는데 국제 화제의 경우 상

업 인 목 이 아닌 독립 화 는 술 화가 수상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일 화의 세부 부문별 수

상실 의 개수는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고 수상여부만 

측정하여 수상한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반 하 다. 

장기간에 걸친 패  데이터의 경우 연도별 향의 통

제를 하여 개 년도를 포함하고 있다[11][25]. 본 연

구에서는 2014년도를 기 으로 2004년(YEAR1), 2005

년(YEAR2), 2006년(YEAR3), 2007년(YEAR4), 2008년

(YEAR5), 2009년(YEAR6), 2010년(YEAR7), 2011년

(YEAR8), 2012년(YEAR9), 2013년(YEAR10)의 더미

변수를 설정하고 해당 년도에 개 한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개 시기는 해외 연구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여름휴

가 시즌특성을 반 하는 것이 일반 이며 국내 연구의 

경우 월별 특성을 반 하고 있다. 해외에서 개 한 

화의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이 유의[7], 여름 시즌이 유

의[8], 크리스마스와 여름시즌이 모두 유의[9][41]하게 

나타나는 등 연구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연

구의 경우에는 월별로 개 시즌 특성을 반 하 고 기

 월에 비하여 4월, 10월, 11월의 람객이 낮게 나타

나거나[11], 9월이 람객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20] 해

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상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2월을 기 으로 1

월(MON1), 2월(MON2), 3월(MON3), 4월(MON4), 5월

(MON5), 6월(MON6), 7월(MON7), 8월(MON8), 9월

(MON9),10월(MON10), 11월(MON11)의 더미변수를 

설정하고 해당 월에 개 한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가진다.2

Ⅳ. 분석결과

연구모형에 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2 통제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배우 등  변수는 연구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화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연구[7-9]와 유의한 

연구[51][52]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의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아 의도 으로 측 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연구들이 있다[53][54]. 

특히 장기간에 걸친 자료의 경우 배우 등 이 측정과 표 화가 용이

하지 않다는 한계 도 존재한다. 화 제작비 변수도 통제 모형에 포

함되지 않았는데 제작비 자료는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과거 연구에

서도 사용한 경우가 많지 않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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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으며 유의한 모델 설명력을 나타냈고(조정

된 R
2=0.47, p=0.00), 통제모형과 비교할 때 R2 증가가 

유의하 다(p=0.00). 세 심성 1차항을 추가한 경우 

변수설명력  R
2 변화량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항 

포함시 변수  R
2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0). 2차항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나 장르 심성과 

화 성과간에는 역U 형태의 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연구모형의 더빈-왓슨 통계량은 1.89로 2에 가까워 

오차항의 자기상 은 낮으며 분산팽창요인(VIF) 최

값은 5.7로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단 세 심성 2차항은 1차항과의 다 공선성 제거

를 하여 평균 심화 값으로 표 화하 다. 따라서 2

차항이 유의하고 1차항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2차 함수

의 꼭지 이 평균에 치한다는 의미이며, 1차항이 유

의한 경우 2차 함수의 꼭지 이 평균에서 한 쪽으로 치

우쳐있다는 의미이다. 의 분석결과 1차항과 2차항이 

음의 유의성을 나타내므로 역U 형태에서 꼭지 은 평

균의 왼쪽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균 장르 

심성보다 낮은 장르 심성에서 가장 높은 화성과

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  p<0.05 수 에서 유의한 변수는 장르 

에서 코미디, 액션, 스릴러, 공포, 범죄로 나타났다. 

람등 에서는 제한상 가 등 이 유의하 으며(음의 

계) 화품질은 람객 평 만 유의하 다. 화제 

수상의 경우 국내 화제는 양의 계를, 국제 화제

는 음의 계를 보 으며 수직통합된 배 사인 경우 

화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화  입장권 통합 산망 

기단계인 2004년, 2005년과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 

12월에 비하여 람객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화 

계수를 통하여 변수간의 향력을 비교해보면 수직통

합 배 사, 국내 화제 수상, 코미디 장르, 액션 장르, 

람객 평 의 순서로 향이 크게 나타났다. 장르개수

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음의 계) 장르개수와 세 

심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1. 연구모형 회귀분석 결과

분류 변수

통제모형 연구모형

비표 화
계수

p
비표 화
계수

p

장르

드라마 (GENR1) -.079 .689 .161 .593

코미디 (GENR2) ** 1.460 .000 1.398 .000

멜로 (GENR3) .759 .001 .471 .059

액션 (GENR4) ** 1.823 .000 1.685 .000

스릴러 (GENR5) ** 1.187 .000 1.005 .001

공포 (GENR6) * .843 .020 .792 .028

인물 (GENR7) -1.051 .018 -.800 .073

미스터리 (GENR8) .059 .874 .015 .967

범죄 (GENR9) * 1.036 .003 .914 .010

가족 (GENR10) -.085 .833 -.365 .371

관람등급

12세 관람가 (RATN1) -.118 .675 -.135 .630

15세 관람가 (RATN2) .176 .523 .121 .657

18세 관람가 (RATN3) -.284 .349 -.304 .313

제한상영가 (RATN4) * -2.553 .018 -2.542 .017

영화품질
관람객 평점 (QUAL) ** .362 .000 .393 .000

비평가 평점 (CRIT) .038 .580 .038 .578

수상실적
해외수상 (AWRD1) ** -1.142 .000 -1.146 .000

국내수상 (AWRD2) ** 1.481 .000 1.456 .000

수직통합 수직통합 배급사 (VI) ** 2.462 .000 2.385 .000

장르통제 장르개수 (NOG) ** -.230 .108 -.453 .008

개봉년도

2004년 (YEAR1) * 1.124 .007 .834 .045

2005년 (YEAR2) * 1.221 .002 1.004 .012

2006년 (YEAR3) .494 .197 .482 .209

2007년 (YEAR4) .578 .125 .399 .289

2008년 (YEAR5) .196 .604 .102 .787

2009년 (YEAR6) .063 .867 -.091 .807

2010년 (YEAR7) .088 .804 -.126 .723

2011년 (YEAR8) -.116 .739 -.295 .396

2012년 (YEAR9) .201 .568 -.092 .797

2013년 (YEAR10) .458 .189 .256 .465

개봉월

1월 (MON1) .638 .086 .652 .077

2월 (MON2) .614 .110 .595 .119

3월 (MON3) -.618 .080 -.636 .070

4월 (MON4) .088 .804 .061 .862

5월 (MON5) .022 .950 .060 .868

6월 (MON6) -.047 .898 -.035 .922

7월 (MON7) * .766 .043 .777 .039

8월 (MON8) .668 .064 .646 .071

9월 (MON9) .327 .333 .282 .399

10월 (MON10) .182 .603 .179 .607

11월 (MON11) -.332 .309 -.365 .259

독립변수

위세 중심성 1차항 
(CENT1) ** 

-4.575 .000

위세 중심성 2차항 
(CENT2) **

-19.284 .000

모형설명력

R2=0.49,
조정된 
R2=0.46,
(F=23.10,
p=0.00)

R2=0.50,
조정된 R2=0.47,
(F=22.84,
p=0.0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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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심성 지표에 따라 연구결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표 2]와 같이 세 가지 장르 심성의 2차항이 모

두 음의 계로 유의하고 통제모형과 비교할 때 모형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역U 형태의 구조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권력 심성과 연결 심성의 1차

항은 모두 유의하지 않아 평균 수 의 장르 심성에서 

가장 높은 화성과가 나타났다. 세 심성 기 에서

는 1차항이 유의하여 평균보다 낮은 장르 심성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

의 장르 조합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장르 심성
1차항 

비표 화계수 
 유의성

2차항 
비표 화계수 
 유의성

모형 
설명력

위세 중심성
-4.57

(p=0.00)
-19.28
(p=0.00)

조정된 
R2=0.47

권력 중심성
-0.00002
(p=0.92)

-0.0000005 
(p=0.00)

조정된
R2=0.47

연결 중심성
0.11

(p=0.66)
-0.01 

(p=0.01)
조정된
R2=0.47

표 2. 장르 중심성 지표간 비교

이상의 분석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두 가

지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화 성과에 향

을 미치는 장르 심성이 해당 장르의 단순 인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후자가 해당 장르의 

화가 얼마나 제작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순 빈도

(frequency) 개념이라면, 자는 장르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 장르가 다른 장르와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나타내

는 공출 (co-occurrence) 개념이다. 장르 심성의 연

도별 변화 추이[그림 2]를 장르 빈도 변화 추이[그림 3]

와 비교해 보면 장르 빈도의 경우 드라마, 코미디, 멜로 

장르를 제외하면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지만 장르 심

성은 주기성을 가지고 연도별로 큰 폭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많이 제작되는 장르가 반드시 장르 심성이 

높은 것이 아니며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심성의 변화

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정 장르의 편수에 따른 장르 

빈도율을 통해서는 화 성과를 측하기는 어렵지만

[42] 장르 심성을 통하여 새로운 근이 가능함을 시

사해 다. 

그림 2. 장르별 중심성 추이

그림 3. 장르별 빈도율 추이

둘째,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화 제작자 입장

에서 어떤 장르들 간의 조합이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한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4]는 

2004년도의 장르 네트워크이며 액션, 코미디, 드라마 장

르를 심으로 분권화된 클러스터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 반면 [그림 5]에 제시된 2014년도 장르 네트워크 구

조에서는 드라마가 가장 높은 장르 심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심 장르이며 주변부에 치한 장르들 간에는 

연계가 거의 없는 앙 집 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심 장르와 주

변 장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단해 보면, 화 제작사가 화 성과가 가장 높은 

간 수 의 장르 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심 장

르와 주변 장르의 결합이 매우 유용한 략이 될 수 있

다. 즉, 부분의 장르와 연결된 심 장르의 친숙함과 

심 장르 이외에는 거의 연결이 없는 주변 장르의 새

로움을 결합하는 경우 탐색과 활용의 장 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다. 반면 [그림 4]와 같은 분권화된 장르 네

트워크 구조 하에서는 심성이 간 수 인 단일 장르

를 선택하거나, 심성이 간 수 인 장르들 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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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심 장르와 주변 장르의 결합 등 다양한 조합으로 

간 수 의 장르 심도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네트워

크 구조에 따라 화사의 효과 인 장르 선택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2004년도 장르 네트워크 구조

그림 5. 2014년도 장르 네트워크 구조

Ⅴ. 토의 및 결론

화 산업 내 장르에 한 기존의 연구 흐름은 특정 

장르가 화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연구 표본과 시기에 따라 

장르 유의성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론

, 실무  시사 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복합 장르는 화 장르 구분에 한 기  합의, 측정에 

한 오차문제, 복합 장르를 고려한 선행 연구 부족 등

의 한계 때문에 그 동안 연구 주제로 충분히 다루어지

지 못하 다[20]. 본 연구에서는 장르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복합 장르에 한 새

로운 근 방안을 제시하 다. 한 연결 심성, 세 

심성, 권력 심성 등 장르 간 향에 한 서로 다른 

가정에 입각한 지표들 모두 장르 심성과 화 성과 

간의 역U 형태의 계를 일 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1차항의 유의성을 통해 확인한 최 의 장르 조합에 

해서는 세 심성과 다른 심성 지표들 간에 차이를 

나타내 실무  에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론 인 측면, 방법론  측면, 화산업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주로 개인 는 기업 간의 계를 연구하는 데 

활용되는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상품 구조 분석에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화 상품을 구성하는 장르 간의 연계를 심으로 네트워

크를 구성하 으나, 이러한 근 방법은 화산업 외에

도 제조업의 부품 간 구조나 서비스 패키지 구성 등 다

양한 상품 구조 분석에 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유형의 상품 네트워크와 그 

상품 혹은 상품을 취 하는 기업의 성과 간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에 한 연구로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복잡계 이론  조직학습 이론에서는 '탐험'과 

'활용'의 에서, 문화산업에서는 '새로움'과 '친숙함

'의 용어로 기업 략 는 상품 략을 다루었다. 화 

상품의 장르 심성이 낮으면 ‘탐험’ 는 ‘새로움’의 

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 로 장르 심성이 

높으면 ‘활용’ 는 ‘친숙함’을 선호한다고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양자 에서 한 쪽을 선택

할 것인지, 양쪽 모두 균형을 맞출 것인지 상반된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활

용한 심성 지표를 통하여 양자 간의 한 균형이 

성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화 산업 연구에서는 복합 장르의 측

정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단일 장르에 

을 둔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 방법론을 통하여 복합 장르에 한 새로운 

근을 시도하 다. 한 복합 장르 개수가 유의한 것

으로 나왔음을 고려할 때, 복합 장르의 범 , 연결 특성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기 한 탐색  연구로서도 커

다란 의미를 가진다.

실무 인 차원에서 본 연구는 화 제작사의 기획, 

배 사의 투자, 극장의 상  의사결정시 단이 용이하

지 않았던 장르 략에 하여 안을 제시하 다는 

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계량화된 장르 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장르별 는 통합된 여러 장르의 특성

을 분석하고 장르의 개수 결정, 장르 간 융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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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르 구분에 한 정보는 화사가 상자료원

에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데 신뢰성에 한 검증

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 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장르 구분 기

과 복합 장르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투입 

가능한 연구 자원의 범 를 고려하여 상 화의 규모

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속변수 에서 화의 성과는 재무 인 성

과뿐만 아니라 술 인 성과도 요하지만, 술 인 

성과와 장르 심성의 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 왜 재무 인 성과와 술 인 성과 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시기별로 특정장르  장르 심성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하여 기간 1(2004년~2007년), 기간 2(2008

년~2011년), 기간 3(2012년~2014년)을 나 어 연구모형

을 비교한 결과 시장성장 단계로 연도 유의성이 높게 나

타난 기간 1을 제외하면 장르 심성은 p<0.05 수 에

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르 유의성의 경우 시기 

1에서는 코미디와 범죄, 시기 2에서는 코미디, 멜로, 액

션, 스릴러, 시기 3에서는 액션과 인물(음의 계)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 시기를 통합

한 연구모형과 비교할 때도 장르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개별 장르 설명력은 여 히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모든 기간에 용 가능한 이론으로 

확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간 1에 해당하는 2004년, 

2005년의 경우 화  입장권 통합 산망이 도입되던 

시기로 화 의 산망 통합수 이 체의 50% 이하

로 나타나 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 

자료의 표성을 검증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다는 을 

고려할 때 향후 개 될 화를 통하여 유의성이 확인된

다면 이론의 설명력은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정

책  산업 인 에서 한국 화산업의 성장과정과 

연계한 장르 네트워크의 동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장르 네트워크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기 해서는 사회

 트 드와 장르의 부합성, 유행하는 장르의 성과  

향력, 장르별 평균제작비  투자시장 변화 등 포

인 질  연구가 필요하다. 정량 인 분석으로는 장르 

네트워크의 도(density), 거리(distance), 연결수

(degree), 구성요소 비율(component ratio), 집도 계

수(clustering coefficient), 심성 차이 등 개별 장르가 

아닌 네트워크 단 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확장한다면 장르 네트워크 구성시 메인 장

르와 서  장르의 구조가 아닌 모든 장르 간 연결로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어떤 구조가 더 모형 설명력이 높은

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 어떤 장르 간에 연결이 강

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장르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면 실무 으로 볼 때 실 으로 연결 가능한 장르를 

선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복합 장르를 구성할 경우 

심성이 높은 장르와 낮은 장르의 결합, 심성이 

간인 장르간의 결합이 성과의 차이를 나타낼 것인지 추

가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연구 상

을 국내에서 개 한 해외 화 는 해외에서 개 한 

화를 상으로 확 한다면 장르 심성과 화성과 간

에 역U 형태의 계가 보편 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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