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미디어 리뷰를 이용한 영화 배경 키워드 자동 추출 기법 
 

김형우, 조준면, 유정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스마트 TV 연구단 스마트 TV 미디어연구팀 

e-mail : h.w.kim@etri.re.kr  
 

Automatic Background Keyword of Movie Extraction Method from 
Media Reviews 

 

Hyung W. Kim, Joonmyun Cho, Jeongju Yoo 
SmartTV Media Research Team, Next Generation SmartTV Research Department, ETRI 

 
 

요       약 

본 연구는 영화 콘텐츠의 배경(공간적/시간적)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영화 콘텐츠들의 리뷰 텍스트 데이터를 웹 상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정, 수
집된 텍스트 리뷰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형태소 분석 및 개체명인식 과정, 마지막으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배경에 해당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동

으로 추출된 배경 정보는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으며, 자동 생성된 배경 정보를 
이용하여 영화 콘텐츠의 검색 및 추천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서론 

최근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과 스마트 TV, 스마트 
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산업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영화 콘텐츠를 소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 환경 속에서 사용자들의 영화 
콘텐츠 소비 욕구는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 중 영화의 배경에 해당하는 속성도 사용자들의 

콘텐츠 소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 될 수 있
다. 웹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에 “배경 영화” 란 키
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파리가 배경인 영화 추천해주

세요.”, “유럽이 배경인 영화”, “중세 초기가 배경인 영
화”와 같이 영화의 배경을 묻는 질문이 총 105,126 건 
(2013 년 9 월 기준) 에 달한다. 배경이 영화 소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현재 국내의 여
러 영화 정보 사이트들에서는 영화의 배경에 해당하

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배경을 
키워드로 한 검색이나 추천 결과 또 한 제공해 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웹 상의 영화와 관련된 미디어 리뷰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화의 배경 키워드를 자
동으로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자동 생성된 배경 
정보는 향 후 검색 및 추천에 활용되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소비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미래부가 지원한 2013 년 정보통신• 방

송(ICT)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2. 배경 기술 

제안하는 기법은 영화의 배경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 미디어 평론가들이 영화에 대해 

작성해 놓은 텍스트 리뷰 데이터를 이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배경 기술로 텍스트 문서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는 기술이 활용 되었다. 

전통적인 자동 키워드 추출 기법은 통계적 기법과 

기계학습 알고리즘 사용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연구[1]가 처음으로 

제안되고 난 뒤에, 통계적 기법인 TF-IDF를 이용하여 

단어가 들어있는 문서들 중에 비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핵심어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2], 

키워드 자동 추출 분야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후에도 기계 학습이나 문서 내의 단어 

위치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한 핵심 키워드 추출 

기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활발한 오픈 

프로젝트로 인하여 전문용어 사전, 시소러스, 

개체명인식기 등을 구축 및 활용하여 키워드 후보를 

선택하고 기존 기법을 융합하여 문서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4, 5, 6]. 
 

3. 영화 배경 키워드 자동 추출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화의 배경 키워드를 자동 

추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화의 리뷰 텍스트 수집 

과정, 둘째, 수집된 미디어 리뷰 텍스트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 및 개체명인식을 실시하는 과정, 셋째, 

개체명인식된 단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배경 키워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총 세 단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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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화의 리뷰 텍스트 수집 

 영화의 배경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로 영화 

웹 포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리뷰 데이터를 

선택하였다.  

미디어 리뷰는 해당 영화에 대해서 전문 평론가가 

작성한 리뷰 데이터로, 보통 영화 한편에 대해서 3편 

이상의 미디어 리뷰들이 존재한다. 영화 웹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줄거리는 사용자에게 영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주 작은 

양의 정보 만을 담고 있어 배경 키워드 추출의 

소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영화 웹 포털 사이트로부터 2005년 1월 ~ 2012년 

8월(총 92개월)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에 대한 

미디어 리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집된 미디어 리뷰 텍스트 데이터 셋의 특성 

특성 수치 

총 영화 편수 2,592편 

수집된 총 미디어 리뷰 편수 4,171편 

영화 한편 당 달린 

미디어 리뷰 평균 편수 
1.61편 

리뷰가 한 개 이상 달린 영화 

편수 

1,468편 

(15.96편/month) 

리뷰가 두 개 이상 달린 영화 

편수 

1,307편 
(14.21편/month) 

리뷰가 세 개 이상 달린 영화 

편수 

836편 

(9.07편/month) 

 

 총 92개월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는 총 

2,592편이었지만, 그 중 한 개 이상의 미디어 리뷰가 

달린 영화는 1,468편이었으며,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6편의 개봉 영화에 대해서 1편 이상의 미디어 

리뷰가 작성 되었다. 이 중 일반 사용자들은 

독립영화와 같이 개봉관이 적어 쉽게 관람하기 

어려운 영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예상보다 많은 

편수의 영화에 대한 미디어 리뷰들이 수집되었다. 

리뷰가 두 개 이상 달린 영화 편수는 1,307편으로 한 

달에 약 14편의 개봉 영화에 대한 미디어 리뷰 

수집이 이루어졌고, 리뷰가 세 개 이상 달린 영화 

편수는 836편으로 한 달간 개봉한 영화 중 약 9편에 

대해서 세 개 이상의 전문가 리뷰가 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미디어 리뷰 텍스트의 개체명인식 과정 

 영화의 배경은 ‘조선 시대’와 같이 시간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시간적 배경과 ‘서울’과 같이 공간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공간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뷰 텍스트들에 대하여 개체명인식 

과정을 수행하여,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단어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개체명인식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 

마이닝실에서 개발한 개체명인식기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개체명인식기의 인식 가능한 개체명 분류는 

[PERSON, STUDY_FIELD, THEORY, ARTIFACTS, 
ORGANIZATION, LOCATION, CIVILIZATION, DATE, 
TIME, QUANTITY, EVENT, ANIMAL, PLANT, 
MATERIAL, TERM] 으로 모두 15 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분류 밑의 더 상세한 총 125개의 

소분류를 가지고 있다. 특정 텍스트에 대하여 개체명 

인식을 수행한 결과로 개체명인식이 가능한 단어들의 

경우 위의 소분류 중 적합한 분류가 할당되게 된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배경 키워드 추출을 
위하여, 시간적 배경은 대분류 TIME에 해당하는 
개체명으로 인식된 단어, 공간적 배경은 대분류 
LOCATION에 해당하는 단어를 배경 키워드의 
후보군으로 선택 하였다. 
 
3.3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배경 키워드 선택 과정 

미디어 리뷰 텍스트에 개체명인식 과정을 거쳐 
시간과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배경 키워드의 
후보군을 선별하였다. 하지만, 개체명인식 결과를 
거친 모든 단어가 해당 영화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미디어 리뷰를 작성한 평론가가 
영화의 내용에 관하여도 언급하지만, 영화의 
내용과는 관련 없지만, 자신의 영화에 대한 평론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단어, 혹은 다른 영화와 
비교하기 위해 쓰인 단어들에도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한 영화에 대하여 여러 명의 
평론가가 리뷰를 남기는 미디어 리뷰의 형태를 
활용하여, 한 영화에 대하여 남긴 미디어 리뷰들 
중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최종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키워드로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단어로 선택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i) 해당 키워드가 개체명인식 결과로 

TIME/LOCATION의 대분류에 속 할 경우 
ii) 해당 키워드가 특정 영화에 대하여 작성된 

미디어 리뷰들 중 N편 이상에서 공통적 
으로 출현 할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특정 
영화의 시간적/공간적 키워드로 추출 된다. 

 
4.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미디어 리뷰 텍스트 셋으로부터 성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능평가의 지표로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수의 영화에 대한 공간적/시간적 배경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재현률(Recall Rate)과 
추출한 배경 키워드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해당하는 
정확도(Precision Rat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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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2>는 제안한 기법의 재현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2>의 첫 번째 R=2,N=2의 의미는 영화 당 
달린 리뷰 수가 2편 이상인 영화 총 1,307편 
(14.21편/month)에 대하여 2편 이상의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키워드를 배경 키워드로 선택한 
결과에 대한 재현률을 나타낸다. 총 1,307편 중 
365편의 영화에 대해서 공간적 배경을 추출하였으며, 
이 때의 재현률은 65.42%로 측정되었다. 가장 
재현률이 높은 경우는 3편 이상의 리뷰가 달린 영화 
총 826편(9.07편/month)에 대하여 2편 이상의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키워드를 배경 키워드로 
선택한 경우로 나타났다. 총 826편 중 공간적/시간적 
배경에 대하여 각각 595편(72.03%), 293편(35.7%)으로 
나타났다.  

 
<표 2> 영화 당 달린 리뷰 수 R 편 이상의 영화에 N 번 이

상 미디어 리뷰들에 공통 출현한 단어를 배경 키워드로 선

택할 때의 재현률 

배경의 종류 R=2, N=2 R=3, N=2 R=3, N=3 

공간적 배경 855 
(65.42%) 

595 
(72.03%) 

376 
(45.52%) 

시간적 배경 365 
(27.93%) 

293 
(35.47%) 

106 
(12.83%) 

 
특정 영화들은 영화의 공간적/시간적 배경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화 
“늑대소년”의 경우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 
공간적 배경은 개봉국이기에 한국일 뿐이지 공간적 
배경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또 한, 영화 
“도둑들” 같은 경우, 공간적 배경은 ‘홍콩’, ‘마카오’ 
등으로 특성을 갖지만, 시간적 배경의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간적 배경이 현대거나 개봉국이 
단순히 공간적 배경인 경우에는 미디어 리뷰나 
줄거리 등에도 특별하게 공간적/시간적 배경에 대한 
언급 혹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케이스의 영화에 대한 배경 
정보는 검색 혹은 추천 등에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정보로 예상할 수 있다. 

정확도 평가를 위해 재현률이 가장 높게 나왔던 
R=3, N2 그룹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공간적 
배경으로 추출된 단어는 총 1,190개 이었으며, 영화 
한편당 약 2단어의 배경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시간적 배경 키워드로는 총 432개 이었으며, 영화 당 
약 1.47단어의 배경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공간적/시간적 배경으로 선택된 키워드 중 각각 
100개씩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표 3>의 내용과 같이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공간적 배경의 경우 총 
100개의 키워드 중 85개의 키워드가 정확하게 배경 
키워드로 선택되어 85%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시간적 
배경의 경우 총 100개의 키워드 중 81개의 키워드가 
정확하게 시간적 배경 키워드로 선택되어 81%의 
정확도를 보였다. 

 

<표 3> 추출된 공간적/시간적 배경 키워드 중 랜덤하게 각

각 100 개를 선택하여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배경 종류 정확도 

공간적 배경 85% 

시간적 배경 81%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영화에 대한 미디어 리뷰를 
분석하여, 해당 영화의 공간적/시간적 배경 키워드를 
자동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2005년 ~ 2012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의 실제 미디어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간적/시간적 
배경 키워드 추출에 대하여 각각 85%, 81%의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하는 기법으로 자동 추출된 
배경 키워드는 향후 영화 도메인의 검색 혹은 추천 
기술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통계 분석만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고도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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