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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들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기업

중심의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사이의 정보 교환 방법이었던 구전은 기

존의 미디어 상업 광고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기업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구전은 두 가지 관

점에서 기업의 광고 같은 기존의 다른 정보들과

구분된다. 첫째, 구전이 다른 정보들보다 소비자

들에게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

는 것이다. Ulrick(1992)는 구전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소비자들로부터의 조언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더 큰 힘을 발휘한

다고 다른 정보와의 신뢰성 차이를 설명하였다.

특히 새로운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제품에 대해 세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Mahajan,

Muller, and Kerin 1984). 영화라는 상품은 신제

품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먼저 영화를 본 사람들의 평가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의 영화 선택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연구되고 있다(Bayus 1985; Faber and

O’ Guinn 1984; Neelamegham and Chintagunta

1999).

둘째로, 광고 등이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구전 정보는 사회 연

결망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

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Benerjee 1992; Brown,

Reingen 1987; Murray 1991). 구전의 영향력은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으

로 인해 인터넷 게시판, 메신저, 커뮤니티, 인터

넷 쇼핑몰 사이트의 구매 후기 등의 형태로 광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구

전(eWoM: electronic Word of Mouth)은 과거의

오프라인으로 전달된 구전보다 소비자의 정보탐

색과 구매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Bussiere 2000; Chatterjee 2001). 많은 인터넷

사이트의 구전들은 사용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에도 이용되며 끊임없이 정보가 오고 가는데, 이

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고 이

러한 구전 데이터에 대한 해외 마케팅 연구로는,

유즈넷(Usenet) 뉴스그룹에서 TV쇼를 대상으로

구전의 효과를 연구(Godes, Mayzlin 2004)가 있

고, 두 곳의 인터넷 서점(반스앤노블과 아마존)

의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고 매출액에 영향을 미

치는 온라인 구전 정보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

(Chevalier, Mayzlin 2003), 영화 매출액에 대한

영화 리뷰(Yahoo.com)의 영향을 연구한 논문

(Yong liu 2006)이 있다. 국내의 구전에 대한 연

구는 온라인 구전의 선행요인들을 규명하기 위

한 연구(김성훈, 2003; 김해룡, 최현국, 이문규,

2004; 이현선, 리대용, 2004)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영화진흥원에서 1,53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1%가 인터넷을

통해 영화 정보를 얻고 있고 이들 중 70%는 포

털 사이트의 검색이나 게시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즉, 한국의 영화 소비자들 대부분은 인터

넷을 통해 관람 영화를 찾고 있고 동시에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리뷰에도 많이 접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화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영화평점

은 영화라는 상품을 만들고 상영관을 결정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화평점이 관객들의 영화 선택에 미치는 영향

력이 작지 않으며, 본 연구는 영화평점의 가치에

주목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온라인 구전, 그 가운데 영화와 연관된 대표적인

정보원이라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네티즌 영

화평점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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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및 범위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분야에서도 영화 관련

온라인 리뷰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각 리뷰의

감정분류를 통해, 긍정/중립/부정을 구분하는 특

징을 찾아내거나, 텍스트 마이닝 알고리즘의 성

능을 비교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온라인 구전으로서 인터넷 포털의 영

화 사이트에 남겨진 리뷰에 대해 오피니언 마이

닝 과정을 거쳐 극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영화

리뷰를 분석하고 영화의 평점을 예측하고자 한

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자연어 처리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한 텍스트 마이닝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언어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소셜 공간에서 보이는 비문법적

언어사용은 언어처리를 통한 의미 파악에 한계

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피니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를 통한 의미도출보다 문장의 의미의 방향

성인 긍정/부정을 도출하는데 좀 더 집중된 기법

이다.

연구를 위해 확보된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가 빅

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분석용으로 제공한 2012

년~2013년 네이버 무비사이트 리뷰데이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와이드릴리즈 방식의 상업영화 5편과 1편을 각

각 선정하였다. 분석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훈련 단계와 검증 단계인데 훈련 단계

에서는 분석하기에 앞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정의하고 인

터넷 리뷰를 작성할 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논리적이거나 빈약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 리뷰에 대해서 정의한다. 또한 핵심 작

업인 극성값 사전 구축이 단계에서 진행된다. 검

증 단계에서는 검증용 데이터를 선정하고 훈련

단계에서 생성한 극성값 사전을 이용해서 평점

을 예측한다. 여기서 검증용 데이터 또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뷰 내용들에 대해

서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Ⅲ. 관련 연구
오피니언 마이닝은 기존의 텍스트에 나타난

사용자의 의견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

여 의견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영화리뷰에 나타난 단어의 극성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평점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오피

니언 마이닝 또는 감성 분석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상업영화

의 리뷰이므로 상업영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본다.

1. 국내 상업영화 현황
일반적으로 영화의 개봉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지는데 와이드릴리즈는 미국의 경우,

영화를 동시에 1000개 이상의 스크린에서 개봉

하는 방식을 말하며, 전국적 규모의 마케팅을 필

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실한 기준이 제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80개 이상

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개봉하는 방식을 와읻드

릴리즈로 파악하고 있다(김병선, 2009). 미국의

경우 점차적으로 와이드릴리즈 방식의 배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 마찬가지인데 연도별 개봉 영화 스크린 수의

비율을 보면(영화진흥위원회, 2008), 한국영화 시

장은 10개 미만의 소규모로 개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80개 이상의 와이드릴리즈 영화로 크게

양극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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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영화에서는 중간 규모의 흥행을 찾아

보기 어렵다(김희경, 2005).

상영 기간이 길수록 관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마케팅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첫 주말 관객이 전체

관객 수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

됨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흥행을 극대화

하기 위한 와이드릴리즈 배급 방식은 특히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에서 점점 더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멀티플

렉스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영화 배급사들은

규모가 크건 작건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 한 많

은 수의 스크린을 확보해서 상영하는 와이드릴

리즈를 추구하고 있다(김병선, 2009).

2. 오피니언 마이닝과 감성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은 감성 분석이라고도 하며

컴퓨팅 언어처리, 자연어처리 그리고 온라인 텍

스트 속의 감성과 주관 및 여러 감정을 식별하

기 위해 사용된다(Chen & Zimbra 2010). 일반적

으로 한 도메인에서 사용자가 보이는 태도를 식

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텍스트 속의 감성과 감동 등 여러 가지 감정 상

태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 분야와 깊은 연관성을 갖으

며 “채굴, 채광”을 의미하는 마이닝 용어를 차용

하여 정보를 추출해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데이

터 마이닝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좀 더 세

분화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오피니언 마이닝은 문

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이 수준의 연구는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하나의 감성을 나타

낸다는 가정 아래 수행된다(Pang et al, 2002;

Turney, 2002). 보다 세부적인 연구는 각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관성 분석(Subjectivity

Analysis) 또는 주관성 구분(Subjectivity

Classification) (Wiebe et al, 1999)과 구와 절 단

위의 분석 그리고 극성 분석, 극성의 정도 분석

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3. 감성 분석
극성 분석은 주어진 텍스트가 주관적인 의견

을 갖고 있을 경우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는

연구이다(Nasukawa and Yi, 2003). Esuli와

Sebastiani는 얼마나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중립

적인지 구분하기 위한 어휘사전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동의어의 분류를 위해 동의어들과 연관

된 어구의 양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벡

터적 단어 표현의 결과를 사용한다. Peter (2002)

는 리뷰를 구문의 의미 방향에 따라 추천하기

위한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의미의 방향

이 긍정적인 경우 추천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

은 경우 비 추천으로 분류되는데 구매정보 사이

트의 서로 다른 4개 도메인에서 410개의 리뷰를

평가하였을 때 74%의 평균 정확도를 보였다. 어

구의 의미 근원은 어구와 단어 “excellent” 사이

의 상호간 정보와 어구와 단어 “poor” 사이의 상

호간의 정보로 계산된다.

앞서 언급한 김수민(2004)의 연구는 텍스트의

주관성을 판별하고 사용자의 의견 부분에 대해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감정을 나타내는 모든 단

어를 각각에 대해 극성을 평가하고 결합하여 전

체 문장에 대한 의견을 분류했다. 의미 방향을

구분하는 연구에 이어 극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긍정 및 부정의 단어, 문장을 구

별하고 이를 구조화하는데 최종적으로 감성의

극성 분류를 통해 문서 내의 다양한 속성에 대

하여 극성의 정도를 판별하는 연구이다(강대국,

박용태, 2012; 문재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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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 평점과 영화 관객수
영화 상품의 특성은 크게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성 부분적 공공재로서의 특성, 경험재로서의

특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이정화, 2008). 3가

지 특성 중 관객이 영화를 선택할 때 영화는 경

험재로서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데 영화는 상

품을 소비하기 이전, 즉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는

분별할 수 없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주로 전문가의 비평이나 방송 미

디어를 통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과거의 소비 경

험을 이용하여 소비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제작

사, 감독, 영화배우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는 것

을 말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는 영화를 관람한 일부 관객들이 본인의

블로그나 카페 등 웹상에 남기는 후기를 구전으

로 전달받는 것이 용이해졌고 네이버나 야후 영

화와 같이 포털 사이트 내 영화를 전문으로 하

는 카테고리 상에 영화에 대한 짧은 평과 함께

평점을 매기기도 한다.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난

후의 리뷰는 다시 다른 관객들의 영화 선택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김유경, 2013; 장해, 박주식,

2015).

염정근․조성준(2011)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구전효과를 수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의 영화 평점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영화에 대한 평점은 관객을 유치하는데 영

향일 미치고 특정 영화에 대한 평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잠재 관객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기대치를 상승시키고

따라서 영화의 전체적인 관객수가 증가할 가능

성이 높음을 보였다. 하현석 외 3인(2014)는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영화 관련 정량적 데

이터를 사용하여 영화평점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네이버DB 정보를 이용하여 영화 평

점을 예측하고 악의적 평점 기록자를 필터링하

는 연구도 최근에 수행되었다.

종합해보면, 기존의 감성분석 연구는 한 문장

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문서를 분류하고 문장

내 단어가 어떠한 감성의 문장에서 자주 언급되

는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문장의 판단에 사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의 감성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긍정 또는 부정으

로 단순하게 문서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1~10
점 스케일의 평점의 정보를 반영하여 단어의 극

성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Ⅳ. 영화평점 예측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영화’에 작성된 일반관

객들의 온라인 리뷰 중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하

여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거쳐 형태소 단어들의

극성값을 계산한다. 훈련용 데이터에서 산출된

극성값을 이용하여 검증용 데이터에 적용하여

영화의 평점을 예측하는데 활용한 후 본 알고리

즘의 정확도를 예측한다(<그림 1> 참조).

실험을 위한 리뷰 데이터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가 개

최한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분석용으로 제공한

2012년~2013년 영화데이터이다. 이 장에서는 영
화에 나타나는 온라인 리뷰의 유형을 정의하고,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작성되는 리뷰의 유용

성과 사용자가 리뷰를 작성을 하는 절차로 인해

서 발생되는 문제점에서 살펴본다.



166 경영과 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그림 1> 평점예측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수집된

평점과 리뷰데이터 중에서 평점과 리뷰간 정합

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즉,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전처리후

리뷰는 형태소 단위로 분할되고 각 형태소에 대

한 극성값을 계산하는 감성사전 구축단계를 수

행한다. 계산된 극성값을 이용하여 검증용 데이

터의 평점을 예측해보고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

하였다.

1. 상업영화와 온라인 리뷰
2012~2013년 국내 국가별 영화 개봉작은 미국

과 한국, 일본 국적의 영화가 70% 이상으로 높

은 점유율을 보였다. 상업영화로 볼 수 있는 스

크린 수가 80개 이상인 영화는 전체 865개의 영

화 중 292개였는데 이 중에 스크린 수 상위 100

개의 영화가 총 스크린 89958개 중 62%를 점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영화는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예술, 영화에 비해 많은 리뷰가 생

성되어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분석

하여 평점을 예측하는데 많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평등의 일반적인 오피니언 마

이닝에 있어서는 의미 사전을 이용한 방식이나

평가의 특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서술형

식의 문장에서 어떻게 적절한 특징을 추출해 요

약하는가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영화의 한줄 평

은 길이가 짧고 함축적이며 은유적인 표현과 더

불어 해당 영화 제목, 배우, 감동, 관객수, 동시

상영 영화 등,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배경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각 온라인 리뷰는   과 같은

단어들의 조합이고 이러한 온라인 리뷰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감독, 배우, 스토리, 등으로 구분한다

(박형현, 박찬수, 2001). ‘감독’과 관련된 온라인

리뷰는 감독의 연출력, 명성, 이력 등 감독에 관

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리뷰이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놀란의 베트맨 시리즈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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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들이 있어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과 같은 리뷰이다. ‘배우’로

분류되는 리뷰들로는 출연 배우의 인기 및 연기

등을 언급하거나, 출연 배우의 이전 출연작과의

비교가 이루어진 리뷰이다. ‘배우’에 관련된 리뷰

들로는 “조니뎁의 이런 영화 좋다~~~.” 등이 있다.

‘스토리’에 관련된 온라인 리뷰는 영화의 이야기

진행 및 영화의 시나리오 등 영화 속성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시나리오가 탄탄하다.”, “볼

거리가 계속 나오고 스토리와 연출력이 전편보다

더 좋아 지내요” 등이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는 영화의 주요 속성으로 주변적 속성으로는

배경음악 영상효과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리뷰

에 대한 감성 분석을 진행할 때 주요요소와 주변

적 속성에 관련 된 리뷰를 대상으로 한다.

2. 영화 리뷰의 불연속성 및 전처리
인터넷 문서는 사용자가 작성하고자 하는 것

을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에 가용성 높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보다는

‘적절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

하다. 이 중 온라인 리뷰는 특정 영화에 대한 사

용자의 감성과 의견을 다양하게 드러낼 뿐만 아

니라 다른 사용자에게도 그 대상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동기와 상관없

이 다양한 실용적 활용성을 갖는 데이터이다. 현

재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리뷰의 작성은 일

반적으로 사용자에게 특정 대상에 대한 ‘평점’과

‘평가’를 요구한다. 즉, 사용자는 리뷰를 작성할

때 대상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고 스코어를 부여

하는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어떤 것을

먼저 작성하는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리뷰와

평점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리뷰를 작성하기

때문에 극성간의 연관성이 관찰된다.

하지만 두 개의 행위가 상호 참조되면서 사용

자에 따라 개인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리뷰

와 평점 사이의 평점 간의 관련성이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의 리뷰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평가-평점 리뷰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이다. 사용자가 자신이 작

성한 평가의 극성과 평점을 결정하는 과정은 리

뷰에 사용한 어휘와 평점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

기준에 근거한다. 따라서 리뷰와 평점 사이의 관

계에서 상당한 연관성은 존재하지만 모든 사용

자가 공유하는 기준 체계는 없다는 점에서 현재

리뷰 시스템은 ‘리뷰’와 ‘평점’간의 불연속적인 리

뷰를 생성한다.

3. 형태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처리, 한국어 분석기인

KLT-Version2.0을 활용하였다(강승식․이하규,

1996). KLT 한국어 분석 모듈은 효율적인 불용어

처리 기능, ASCII 문자가 포함된 복수 질의어 처

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실용화된 정보검색 시스

템과 기계번역 시스템에서 활용되어 그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검증되었다. 현재 연구용으로

KLT-version2.0을 공개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구

문 분석이나 의미 분석의 전단계이면서 관련 연

구 분야의 기본 과정이다. 감성 분석을 통한 극성

값 사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형태소, 즉 단어 선정이 중요하며 단어에 대한 정

보를 태깅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형

태소 분석과 색인어 추출에 대해 소개한다.

자연어 처리 시스템들은 여러 개의 구성요소

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기계번역기는 형태

소 분석기, 구문/의미 분석기, 변환기, 구문/형태

소 생성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지기 때

문에 각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8 경영과 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

스템의 설계가 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

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색인을 위해 만들어진 형태소 분석기

가 효율적인 색인을 위하여 주제어를 중심으로

품사와 사전이 만들어지고 분석 알고리즘이 설

계되었다면, 이 형태소 분석기를 태깅이나 변환

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분석의 과다함으로 오히려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기의 기

능을 감성분석을 통한 극성값 사전을 구성하기

위해서 색인어 추출을 하였다.

4. 극성값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
감성사전 또는 극성값 사전은 이미 구축된 범

용사전을 도입하는 방식과, 연구 목적에 따른 특

수 감성사전을 직접 구축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

될 수 있다(유은지 외 3, 2014). 하지만 범용 감

성사전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용한 감성사전의

품질에 따라 오피니언 마이닝 기반 극성 예측 정

확성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

에서 사전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특징 추출단계를 수행하고 주제어

또는 서술어에 대한 감성극성을 도출하지만 특수

목적으로 직접 구축된 감성 사전의 활용성을 비

교해 봤을 때,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인간이 수작업으로 의미사전을 구축하는

방법은 비용이나 일관된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

는 문제점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감

성 사전은 구축비용이나 규모면에서 의미사전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여 구축이 가능하다.

기존의 긍정/부정에 대한 극성 연구는 수집된

리뷰가 평점에 따라 긍정/부정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면 리뷰에 1~10점의 평점이 존재할 때 평
점이 1~3점인 리뷰는 부정, 8~10점인 리뷰는 긍
정으로, 4~7점은 중립으로 분류 한다. 긍정/부정

사전을 평점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이유는 평점이

리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평점으로

리뷰의 극성을 추론할 수 있고 극성이 추론된 리

뷰는 리뷰와 극성이 비슷한 서술어들이 존재하여

서술어의 극성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술어가 긍정/부정 리뷰에 모두 출현하는 경

우 긍정/부정 리뷰에 출현하는 비율값을 계산하

여 긍정 또는 부정 서술어로 분류된다. ‘좋다’, ‘투

박하다’라는 양쪽 극성에 출현하는 단어로 예를

들면, ‘좋다’라는 서술어는 긍정 리뷰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되고 ‘투박하다’라는 서술어는 부정적인

리뷰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

정 또는 부정의 극성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으로 문

서를 분류하는 것이 아닌 1~10점 스케일의 평점
의 정보를 반영하여 단어의 극성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전의 연구에서

리뷰의 극성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예측력

을 Precision, Recall, F-score의 평가척도를 사용

하여 검증하였는데, 이와는 다르게 극성값 사전

을 구축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영화의 평점을 예

측했다. 본 연구에서는 10점 스케일의 평점을 단

순히 긍정/부정으로 나누어 일부 데이터만 활용

하는 것 보다 모든 평점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서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리뷰 문장에

서 추출된 단어들 중 i번째 단어를 wordi 로 표

기하고 wordi의 극성값, 

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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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단어 i 가 출

현한 문서 d에 대한 평점이고, 
 :

단어 i가 출현한 문서 d의 빈도이다.

영화 리뷰 문서에 대한 평점은 정규화 과정을

통해 평점 10점은 1점으로 평점 1점은 –1점의

값으로 그 사이의 값은 정규화된 값으로 부여한

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1~3점은 부정,

8~10점은 긍정으로 판단하여 –1과 1로 이항의

값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게 1점부터 10점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정보를 반영하여 평점을 계산

하기 위한 방법이다. ‘좋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문장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가정과 같이 중립에

가까운 문장이나 극성을 띄는 문장은 확률적으

로 해당 극성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고 이 정보

를 이용하여 평점을 계산한다.

영화명 국적 전국스크린수 누적관객수

The Dark Knight Rises 미국 1,210 6,396,528

The Amazing Spider-Man 2 미국 1,118 4,853,123

The Hobbit: An Unexpected Journey 미국 1,028 2,605,124

Iron Man 3, 2013 미국 1,381 9,001,352

Dark Shadows 미국 394 582,164

<표 1> 훈련데이터의 영화 정보

4.1 실험 수행
제안된 극성값 사전을 이용한 평점 예측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온라

인 리뷰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하여 2012~13년 영화 중 5개의 액션,

SF, 판타지 장르의 영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리

뷰 데이터는 누적 관객수 100만 이상, 각각의 리

뷰 개수가 500개 이상이고 와이드릴리즈 방식으

로 개봉한 스크린수가 80개 이상인, 영화 4개를

선정하였다.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4개 영화 리

뷰의 특성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높은 평점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적 리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리뷰의 편향성을 보정하기 위해 상업적 영화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Dark shadows를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5개의 영화가 선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7천

개의 리뷰데이터를 선정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화 1개 만을 추가한 것은 가용한 영화

리뷰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형태소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단어들은 확보되었다. 분석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리뷰를 작성할 때 영화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것과 평점을 부여하는 두 개의 행위가 상호 참

조되면서 리뷰와 평점 사이의 관련성을 잃은 리

뷰들을 탐색하였고, 사용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일관성을 잃은 데이터를 정의하

여 필터링하였다.

4.2 영화 리뷰 전처리
다음은 리뷰와 평점 간의 관련성을 잃은 데이

터 예시들을 정의하고 필터링을 통한 평점 분포

를 분석했다. 첫 번째 영화의 평가 여부를 판단

할 수 없고 형태소 분석을 적용 할 수 없는 데

이터이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나 이모티콘

또는 한글 자음이나 모음, 영어 알파벳으로 알

수 없어서 이런 유형의 리뷰는 삭제하였다. 두

번째 영화의 평가와 관계없는 리뷰 데이터이다.



170 경영과 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이런 리뷰들의 특징은 리뷰의 길이는 길지만 영

화에 대한 평가보다는 욕설이나 현재 평균 평점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조정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평가와 평점이 불연속적인

리뷰 데이터이다. 이 유형의 리뷰는 평점과 리뷰

간에 관련성이 없고 두 항목 간 의미 방향이 반

대를 나타냄으로 신뢰할 수 없는 리뷰이다. 그리

고 이에 추가적으로 1어절 이하인 리뷰도 삭제

했다. 1어절 이하의 리뷰에 포함된 단어가 적기

때문에 분석을 하더라도 단어 한 개 이상의 정

보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제거 했

다.

<그림 2> 평점에 따른 정제 전/후 리뷰데이터 숫자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전처리 과정을 거

친 약 7천개의 리뷰 중 5천여 개가 남았고 전처

리 과정 전후의 평점 분포를 비교했다. 그림을

보면 전처리 전의 분포는 평점 1점과 10점의 빈

도가 각각 1천 건과 4천 건이다. 이는 전체의

50%정도를 차지하는데 위에서 정의한 제거 기준

에 따라 리뷰를 정제한 결과 평점 1~10점 사이

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조정되었다.

4.3 형태소 분석
다음의 정제된 리뷰데이터를 KLT-Version2.0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소 단위로 분리

했다. 총 5167개의 리뷰를 형태소 분석하여 총

3543개의 단어를 추출하였고 이 결과는 단어의

출현 빈도수가 1인 것들은 삭제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리뷰 전체에 평

점을 변형한 각각의 가중치를 할당하고 단어가

출현한 리뷰들의 가중치 평균을 구하여 극성값

을 계산한다.

4.4 극성값 계산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극성값을 계산하는 알고

리즘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영화 리뷰의 평

점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1에서 –1 사이

의 값으로 부여하고, 단어가 출현한 문장의 가중

치의 평균을 극성값으로 산출하고 각 단어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결과와

긍정/부정 문장만을 이용하여 극성값을 계산한

극성값 사전의 결과를 비교한다. 표 2와 표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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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값이 0 이상인 명사 중 출현빈도 상위 5개

를 비교한 표이다. ‘영화’라는 단어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극성값이 0.4206으로 긍정/부정 문장

만을 활용한 극성값 0.4313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1점에서 10점의 리뷰의

정보를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중립에 가까운

문장에서도 출현하여 이에 대한 정보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 ‘기대’ 두 단

어는 빈도수가 약 100개 씩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는데, 두 단어가 중립 문장에서 언급된 정도가

약 34%, 32%(131/381=0.34, 118/362=0.32)이다.

긍정/부정 문장만을 사용하는 경우 1/3정도의 정

보를 제외하는 것이다. 단어 ‘최고’는 사전적 의

미가 “가장 높음”, “으뜸인 것”으로 우리가 흔

히 긍정적 표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빈

도수나 극성값을 비교해 보아도 두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어 극성값 출현빈도

영화 0.4206 1154

재미 0.4809 578

스토리 0.3976 381

기대 0.5024 362

최고 0.8971 326

<표 2>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긍정명사 top5

단어 극성값 출현빈도

영화 0.4313 942

재미 0.5234 437

최고 0.9275 312

스토리 0.5537 255

기대 0.7164 244

<표 3> 긍정/부정 값으로 계산된

긍정명사 top5

<표 4>와 <표 5>는 극성값이 0 이하로 부정

적 문장에 출현한 정도가 높은 명사 중 출현빈

도 상위 5개를 비교한 표이다. 두 결과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긍정/부정만을 이용한

계산 결과는 긍정 명사 상위 5개를 비교한 경우

에도 극성값이 높은 결과를 얻었고 이와 마찬가

지로 부정 명사의 결과에도 극성값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알고리즘 결과에서

상위 5개의 단어 중 ‘유치’, ‘개연성’, ‘점수’와 같

은 단어들은 기존의 알고리즘 결과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긍정/부정 문장만을 이용한 계산

결과에서는 빈도수가 낮아서 상위 5개에 표시

되지 않았고 ‘돈’, ‘알바’, ‘중간’과 같은 단어들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0에 가까운 양의 값으

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표 4에서 찾아 볼 수 없

는 결과가 나왔다. 단어 ‘쓰레기’는 되려 제안하

는 방법의 극성값이 더 극명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중립 문장의 정보를 반영하였

을 때 모든 단어의 극성값이 0에 가깝게 보정되

는 것이 아니고 정보의 반영으로 극성값이 부정

이나 긍정에 더 가까워 질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단어 극성값 출현빈도
유치 -0.0125 45
최악 -0.5667 43

쓰레기 -0.2 25
개연성 -0.12 25
점수 -0.0857 22

<표 4>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부정명사 top5

단어 극성값 출현빈도
돈 -0.36 54
알바 -0.0588 53
중간 -0.1111 39
최악 -0.8 38

쓰레기 -0.1579 22

<표 5>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부정명사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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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과 <표 7>은 극성값이 0 이하로 부정

적 문장에 출현한 정도가 높은 동사 중 출현빈

도 상위 5개를 비교한 표이다. 두 표를 비교하면

부정 명사의 결과와 비슷하게 부정 동사의 결과

도 순위의 변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정 동사]

제안하는 알고리즘

단어 극성값 출현빈도
졸다 -0.1462 65

뻔하다 -0.0333 56
졸리다 -0.376 32
넘다 -0.2 22
깨다 -0.2 13

<표 6>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부정동사 top5

[부정 동사]

기존의 알고리즘

단어 극성값 출현빈도
아깝다 -0.4211 68
까다 -0.0476 39
졸다 -0.579 32
돌다 -0.5 26
안되다 -0.1111 26

<표 7>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부정동사 top5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결과로 보아 긍정

단어의 출현빈도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8~10점 리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전처

리를 거치기 전에는 평점 10점인 리뷰가 4000개

이상이었고 전처리 이후에는 1500개 이상으로

전체 약 5100개의 리뷰 중 높은 비율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화 도메인에서 나타나

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Ⅴ. 평점 예측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 절차는 훈련 단계

와 검증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과정은 훈련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방법으

로 단어의 극성값을 계산하고 이 결과로 구축된

극성값 사전의 결과를 긍정/부정, 명사/동사에

따라서 비교한 훈련 단계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해 영화를 선정하여 평점을 예측하고 두 방법으

로 계산된 평점이 다르다고 할 근거가 충분한지

T-test로 검증하고 실제 평점과 계산된 평점간

의 차이를 MAE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통해 성능

을 평가하고자 한다. 검증을 위한 데이터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Man Of Steel로서 스크린수

998개, 전국관객수 2.182,229명이고, 분류는 상업

영화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극성값 사전의 성능은 검

증 데이터의 텍스트 정보 만을 이용하여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을 예측하기 위해 검증데이터의

리뷰에 대해서 훈련용 데이터와 같은 전처리 과

정을 거쳐 500개의 리뷰를 형태소로 분석하고

이를 사용했다. 평점 예측은 형태소 분석을 거친

500개의 리뷰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극성값 사전, 긍정/부정만을 이용하여 계산된 극

성값 사전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형태소로 나누

어진 단어들과 극성값 사전에 일치하는 단어들

을 찾아 극성값을 부여하고 각 문장은 부여된

극성값의 평균을 문장의 극성값으로 부여한다.

각 문장에 대한 극성값은 1~10점의 평점을 –1

부터 1 사이의 평점으로 변환하여 예측평점을

얻는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평점을

계산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극성값 사전을 이

용한 예측평점과 긍정/부정 문장 극성값 사전을

이용한 예측평점인데 계산된 두 평점 집단 간의



영화리뷰 감성 분석을 통한 평점 예측 연구 173

비교를 하기에 앞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T-test를 거쳤다.

T-test는 두 집단 표본의 평균치가 동일한 모

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모수치 통계

기법이다. 단순한 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는

모수적 검증 방법 중 하나이다. T-test는 통계패

키지인 SPSS를 이용하였다. 표 8에서 평점 집단

1은 본 연구에서 제단된 알고리즘의 예측평점이

고 집단 2는 긍정/부정을 문장을 이용한 예측평

점이다. 두 모평균의 차에 관한 추론의 귀무가설

과 대립가설은 아래와 같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평점
1

2

500

500

7.7300

9.8880

1.46472

.66055

.06550

.02954

<표 8> 집단통계량

        ≠ 

<표 9> T-Test 결과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동일성에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곡)
평균차

차이의표준

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평점등분산이가정됨

등분산이가정되지않음

70.236 .000 -30.032

-30.032

998

693.911

.000

.000

-2.15800

-2.15800

.07186

.07186

-2.29901

-2.29908

-2.01699

-2.01692

T-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

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었

다. 즉, 두 방법으로 구축된 극성값 사전으로 계

산한 두 예측평점이 다르다는 근거를 얻었다. 다

음은 두 극성값 사전의 성능을 MAE를 이용하여

두 평점 결과를 수치적으로 비교했다.

표 10은 MAE를 계산한 표로서 70%, 60%,

50%는 각각 맨오브스틸의 형태소로 분할된 단어

와 극성값 사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고 70%이

상은 일치 정도가 70% 이상인 문장들의 MAE를

계산한 것이고 ALL DATA는 모든 문장의

MAE를 계산한 것이다. 즉, 여기서 실제 출현단

어가 극성값 사전에 구축된 어휘 안에 같은 단

어가 있는 경우의 일치 정도는 100%이다.

<표 10> MAE 계산 결과

긍정/부정 문장만 이용 본연구 제안방법

70% 이상 2.28 1.58

60% 이상 2.08 1.63

50% 이상 2.05 1.62

40% 이상 2.05 1.62

30% 이상 2.00 1.61

모든 데이터 1.9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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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부정만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구한 평

점의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2의 차이가 났고, 긍

정/부정만을 이용한 결과 일치 정도가 70% 이상

인 문장의 MAE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극성값 사전의 정보가 가장 잘 적용된 경우에

성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긍정/부정 문

장을 이용한 사전의 경우 사전의 성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축한 극성값 사전

은 일치의 정도가 높은 문장의 MAE는 가장 낮

은 1.58로서 사전의 정보가 잘 반영된 문장의 경

우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긍정/부정 문장만을 활

용한 방법을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알고리즘의

평점 예측의 성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Ⅵ.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와이드릴리즈 방식의 개봉영화를

선정하여 극성값 사전을 구축하고 사전을 구축

하는데 기반이 된 5개의 영화와 유사한 장르의

영화를 검증용 데이터로 선정하고 평점을 예측

하였다. 영화평점 예측 문제는 훈련용 데이터의

리뷰데이터와 평점을 가지고 진행하였는데, 리뷰

데이터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이고

평점은 정형 데이터이었다. 온라인 리뷰는 다양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점 예측에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정제의 과정으로 영화의 평가와 관련

없는 리뷰나 리뷰의 내용과 평점간의 불연속성

을 띄는 유형 등을 정의하고 제거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정제된 리뷰는 약 5천개로 형태소 분석결과

약 3500개의 단어의 극성값을 계산했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극성값 계산 알고리즘은 기존에 긍

정/부정 리뷰만을 선별하여 특정 문장의 출현 빈

도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 결과를 이용해 새로운

리뷰의 긍정/부정을 평가하는 연구와 다르게 평

점 1~10점의 전체 리뷰의 정보를 반영하여 극성

값 계산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그리고 긍정/부정

으로 분류한 문장을 이용하여 단어의 극성값을

계산하고 두 유형의 극성값 사전을 이용하여 평

점을 예측하고 이를 비교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영

화 도메인에서 평점 예측이라는 목적을 갖고 구

축한 극성값 사전이므로 다른 도메인의 극성을

분류하거나 상품의 평점을 예측하는데 부적절하

므로 영화 도메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 있다. 또한 극성값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거

치는 전처리 과정에서 널리 이용 될 수 있는 전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같은 단어는 다르지

만 뜻은 같은 단어들에 대해서 처리 할 수 있도

록 극성값 사전에 의미망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사전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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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ntiment Analysis of movie review for predicting movie rating†

*
Jung-Tae Jo*ㆍSang-Hyun Choi**

Currently,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portal sites that can make it quick and easy to contact

the vast amou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Users can connect the Internet through a portal to

obtain information, such as communication between Internet users, which can be used to meet a

variety of purposes. People are exposed to a variety of information from other users in the search

for a movie and get information. The impact on the reviews and ratings with the limited number

of characters of the film allows users to form a relationship to the movie, decide whether you

want to see the movie or find another movie. but, the user can not read the whole movie review.

When user see the overall evaluation, the user can receive the correct information.

This research conducted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the rating by the use of review data.

Information of reviews, is divided into two main areas: the“fact” and “opinion”. “Fact” is to convey

the dispassionate information and “Opinion” is, to represent the user’s feelings. In this study, we

built sentiment dictionary based on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online review and applied

to evaluate other movies. In the comparative study with a simple emotion evaluation technique, we

found the suggested algorithm got the more accurate results.

Key Words: sentimental analysis, morpheme analysis, movi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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