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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네이버 영화> 페이지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영화 관람객의 반

응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총 6편의 영화를 선정하여 데이터 수집 및 정제과정을 거쳤으며, 의
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단어 간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작업에

는 UCINET과 함께 패키지화된 NetDraw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문장으로 작성된 영화 관람객의 리뷰를 

키워드 중심으로 시각화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한 눈에 확인하는 리뷰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한지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 리뷰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시각화하고, 리뷰 내용에서 영화별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후속 연구는 보다 많은 영화의 리뷰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각 

영화별 리뷰의 수도 비슷한 양으로 맞추어 연구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visualized users reaction about movies based on keywords with high frequency. For this work, we collected 
data of movie reviews on <Naver Movie>. A total of six movies were selected, and we conducted the work of data 
gathering and preproces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us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keywords. Also, 
NetDraw, packaged with UCINET, was used for data visualization.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review contents regarding each movi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visualized movie reviews 
made by sentence as keywords and explored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struct the interface to check users' reaction at 
a glance. We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use more diverse movie reviews, and the number of reviews for each movie is 
used in similar quantities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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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소비자 간의 지식 및 경험

의 공유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되는 콘텐

츠는 웹상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

고 있다[1]. 이러한 온라인 토론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영화인데, 평론가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객으로부터 작성되는 리뷰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

아지면서, 영화 리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은 영화 관계자 및 소비자들로부터 정보

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원천이 되었다[2].
영화는 경험을 소비하는 제품을 일컫는 경험재로서, 

직접 관람하기 이전에는 그 품질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고영상 또는 관람객의 추천 여부에 따라 관람 

의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구전이 영화의 저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요

인이라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영화의 흥행 성공 또는 실

패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한다[3]. 이렇듯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리뷰는 관람객의 영화 관람 결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미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영화 평점 및 리뷰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흐

름에 따라 수많은 웹사이트와 영화 관련 플랫폼이 등장

했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를 통한 더 많은 사용자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그들은 각자의 인터페이스와 접

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만큼 리뷰를 제시하는 방식

이나 디자인 등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영화 리뷰의 수집하

여,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단어 간 

관계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영화> 페이지의 리뷰 데

이터를 크롤링하여,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이버 영화> 사용자는 1에서 10 사이의 평점을 부여

한 후, 140자 내외의 감상평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 가

능한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리뷰 작성자는 

본인이 느낀 감정이나 영화에 대한 견해를 보다 핵심적

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문장으로 작성된 영화 관람객의 

리뷰를 키워드 중심으로 시각화하여, 소비자들의 반응

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뷰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

능한지 탐색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영화 리뷰 사이

트 혹은 플랫폼들은 문장형의 리뷰 제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선행 연구들은 영화 리뷰의 박스

오피스 예측 가능성과 리뷰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기

능적 측면에 초점을 둔 반면, 리뷰 자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영화에 대한 반응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Ⅱ. 관련 연구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 마이닝, 오
피니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4].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영화 산업계에서도 빅

데이터를 활용화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정 영

화의 트위터 내용을 분석하여 관객들이 영화의 어떤 속

성을 선호하는지 살펴본 연구[5], 온라인 리뷰의 길이와 

영화 흥행의 관계성을 검증한 연구[6], 위키피디아의 편

집자와 독자의 활동 수준에 따른 초기 영화 흥행여부를 

예측한 연구[7]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
영화평과 평점을 이용해 감성 분석을 실시한 오연주, 

채수환 (2015)의 연구는 온라인 사용자가 선택한 평점

에 비해 감성 문장 집합을 적용하여 측정한 영화평의 감

성 점수가 사용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8]. 또한, Doshi 외 (2010)는 소셜 네트워크 분

석과 감성 분석을 결합하는 방법이 트렌트를 예측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

의 연구는 IMDB와 Rotten Tomatoes, 박스오피스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봉 초기 영화

들의 흥행 여부를 예측하였다 [9].
빅데이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한 연

구로는 Kim 외 (2012)가 있다. 저자들은 Core-Topic- 
based Clustering (CTC)라고 불리는 기법을 제안하면서, 
여러 인기 TV 드라마의 트윗을 추출하고, 유의미한 토

픽을 추출하였는데,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클러스터링 

작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10].
이 밖에도 많은 선행 연구에서 영화 리뷰를 활용한 데

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영화의 흥행을 예측하고, 다양

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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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행을 예측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고, 영화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적 성과는 있으나, 영
화 리뷰의 내용적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 리뷰에서 핵심 단어를 추출하

고, 유사한 단어들 간의 군집화를 통해 각 영화 리뷰를 

구성하는 주된 이슈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 리뷰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시각화하고, 리뷰 내용에서 영화별 특성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영화>의 리뷰를 수집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2016년 흥행작 3편과 네티즌 평

점 기준 7점미만의 영화 3편을 선정하여 영화 리뷰를 수

집하였다. 영화 선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 이유

는 평이 좋은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간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해서이다. 표 1은 영화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리뷰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Title Genre Release 
Year

The 
number of 

reviews

Users’ 
rating

Train to 
Busan Thriller 2016 57,935 8.00

Tunnel Drama 2016 24,522 8.37

The Age of 
Shadows Action 2016 23,234 8.42

My New 
Sassy Girl

Melodrama
/ Romance 2016 1,870 2.84

REAL Action 2017 12,071 4.25

RV: 
Resurrected 

Victims
Mystery 2017 2,804 6.14

Table. 1 Movie Information and Aggregate Data

By creation date: 2018.8.22.

크롤링된 데이터의 형태소 분리에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인 KoNLPy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단어는 

출현 빈도순으로 정렬되고, 유의미한 단어들끼리 묶여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었다. 데이터는 Microsoft 

Excel 형태로 추출되었고, 아래의 기준으로 데이터 정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1) 관사, 조사와 같은 불용어 삭제

2) 같은 의미의 단어 통합 (예: 배우이름(차태현-태현), 
연기-연기력)

3) 불필요한 단어 삭제 (예: 영화제목, 그냥, 감탄사 등)

다음의 정제작업을 거친 데이터 중에서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각 영화당 상위 100개의 단어만이 연구에 사

용되었다. 또한, 단어들 간의 연결성 및 중심성을 파악

하기 위해 UCINET을, 키워드를 시각화하기 위해 NetDraw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되는 여

러 지표 중 중심성 (Centrality), 그중에서도 위세 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을 활용하였다. 위세 중심성을 

선택한 이유는, 네트워크 시각화에 활용되는 단어 중에

서 어떤 노드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나

타내기 위해서이다. 위세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의 중심

성이 높으면, 그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즉, 연결된 노드들의 

중심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높

은 주변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중심성은 낮은 영

향력을 가진 노드들과 많이 연결된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단계 전에 이미 상위 빈도수를 기준으로 단어를 정리했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떤 단어가 전체 리뷰에서 상

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세 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눈에 띄도록 설정하

였다.
데이터 시각화 작업에는 UCINET과 함께 패키지화

된 NetDraw가 사용되었고, 단어 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석되는 CONCOR (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기법을 활용하였다. CONCOR 분석을 통해 유사성을 

중심으로 단어 군집이 형성되었고, 같은 군집에 포함된 

다른 단어들을 통해 해당 단어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즉, 단순히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의 나열만

으로는 리뷰 작성자가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 사용한 것

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어가 포

함된 클러스터링 그룹을 통해 해당 단어의 사용 의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CONCOR 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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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전처리를 통해 의미 있는 형태소를 분리해 내고,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각 영화별로 8개의 클러스터링 그룹

과 100개의 단어를 도출하였다. 또한, 영향력 있는 노드

가 눈에 잘 띄도록 위세 중심성에 따라 텍스트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내에서 단어 간 연결 관계 및 패턴이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유사성을 바탕으

로 형성된 군집은 특정 단어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

지 유추 가능하도록 하며, 리뷰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된 

주제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Fig. 1 Train to Busan

먼저, 그림 1은 영화 <부산행>의 네트워크 관계를 이

미지화 한 것이다. <부산행>은 2016년 최고 흥행작으

로, 월등하게 많은 리뷰가 작성되었다. 위세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주로 감정표현과 ‘좀비’, ‘연기’와 연결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토리’ 함께 군집을 이루는 부

정적 노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스토리에 다소 아쉬운 평

이 많다는 추측할 수 있다.

Fig. 2 Tunnel

그림 2는 영화 <터널>와 관련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으로, ‘하정우’라는 배우의 이름과 ‘재미있다’가 가장 

영향력 있는 노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토

리’에 대한 아쉬움과 영화의 소재인 재난을 둘러싼 현실 

상황과 관련된 노드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The Age of Shadows

영화 <밀정>의 키워드 간 관계는 그림 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배우와 연기가 주된 감상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 또한 스토리에 대한 평

이 많았으며, 부정적 노드가 많지 않을 것을 보아 평점

을 보지 않아도 전반적인 리뷰의 톤을 추측할 수 있다.

Fig. 4 My New Sassy Girl

그림 4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2>의 데이터를 분석하

고 시각화 한 결과이다. 본 영화는 부정적 노드의 크기

가 이전의 3편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 3편의 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다소 과격한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 영화에 대한 관람객

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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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AL

그림 5는 영화 <리얼>의 리뷰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

과이다. 다음의 이미지를 통해, 같은 군집에 포함된 ‘돈’
과 ‘아깝다‘가 영향력이 큰 노드로 확인되었다. <엽기적

인 그녀2>와 마찬가지로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다수 포함

되어, 낮은 평점과 리뷰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Fig. 6 RV: Resurrected Victims

마지막으로 그림 6은 영화 <희생부활자>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다. <희생부활자>는 배우와 연기, 스토리와 

관련된 노드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

된 언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 노드들

이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표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영화 리뷰

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시각화함으로써, 영화 리뷰를 한 

눈에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영향력이 큰 노드가 

한 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하였고, 

리뷰를 구성하는 주된 토픽을 8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

링하였다. 이를 통해 함께 군집을 이룬 노드가 주변 단

어의 사용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

였다.
6편의 영화를 분석한 결과, 장르와 평판에 상관없이 

영화의 주요 구성요소인 “감독, 배우, 스토리”와 “재미

있다, 재미없다, 기대, 감동” 등의 영화 감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온라인상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영화에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도 다수 발견되었고, 이러한 단어들의 

위세 중심성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알
바, 쓰레기, 클레멘타인 등) 따라서 키워드를 통해 완성

된 네트워크가 특정 영화의 전반적인 평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평판이 좋은 영화의 네트워크

는 클러스터링 그룹을 이루는 노드 간의 의미가 자연스

럽게 연결되어, 전반적인 영화평의 톤을 읽어내는 데 도

움을 주었다.
CONCOR 분석을 활용한 네트워크 이미지를 통해서

는 영화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배우와 

관련된 군집의 크기가 크다면, 배우 또는 주요 배역이 

크게 부각되는 영화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

로 영화 감상평과 관련된 군집이 크다면, 관람객들이 전

반적인 영화 분위기와 관련된 감상평을 주로 언급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군집에 속한 다른 단어들과의 비교

를 통해, 특정 단어의 사용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긍정의 뜻을 가진 단어라 할지라도 문장의 전체 맥

락이 클러스터 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리뷰 작성자가 

추천 의도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렇기 때문에 함께 묶인 다른 단어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다. 따라서 단어 클릭 시 해당 단어가 사용된 전체 리뷰

를 자동 분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인터페이스

를 구현한다면, 키워드만 제시했을 때의 단점을 보완함

과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리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방대한 양의 리뷰 속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

드를 찾아내어, 영화 관람객들의 반응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특정한 몇 편의 영화로만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과 각 영

화별로 리뷰의 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영화 리뷰의 영향력 및 리뷰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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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영화의 리

뷰를 연구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해외 영화 전문 

사이트로의 연구모델 확장을 통해 나라별 반응 및 키워

드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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