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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선정배경

- 영화리뷰감정분석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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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포화로 영화 선택에 어려움

• 2020에만 1693편 이상의 작품들이 개봉

•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

이 증가했으나

• 그만큼 어떠한 영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함

• 수 많은 리뷰들은 역으로 영화에 대한 전

반적 평가를 어렵게 함

• 감정 서술적 표현이 많아 정확히 댓글의

의도와 감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너무 많은 영화와 리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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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 감정 분석 AI

리뷰 입력 감정분석
결과 출력

입력 받은 리뷰를 분석해 영화에 대한 긍정과 부정 반응을 알려줄 프로그램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 영화에 대해 만족 → 긍정적 반응의 댓글을 유추할 수 있음

영화 반응 분석을 통해 해당 영화를 시청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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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데이터와전처리

- Konlpy를 이용한 형태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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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데이터 : https://github.com/e9t/nsmc/

• 네이버 영화의 리뷰 게시판에서 수집된 데이터

• 영화당 100개의 리뷰를 모아 총 200,000개의 리뷰

• 리뷰는 긍정(9~10점), 부정(1~4점)으로 분류

• 중립(5~8점)은 예외

• 컬럼은 id(네이버 유저 아이디), document(리뷰 내용), 

label(긍정(0), 부정(1)) 3가지.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 불필요한 id는 제외

• KoNLPy로 각 문장을 형태소 분석으로 품사 태깅, 분류

• 이후 전처리된 데이터는 json이나 pkl로 저장

3가지 컬럼의 데이터 20만개

▲ 텍스트 빈도 상위 10개

https://github.com/e9t/n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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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처리 과정

문장분석테스트

• 형태소 분석을 통해 품사 태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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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단어 데이터 시각화

▲ 텍스트 빈도 상위 50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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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빈도 단어 10000개 선택

•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상위 빈도 단어 10000개 선택

• x → 각 리뷰를 상위 빈도 단어와 매칭하여 확인하는 용도

• y → 각 리뷰 별 긍/부정 여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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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학습과결과

- 케라스 sigmoid를 이용하여 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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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함수 : sigmoid, 

<학습 조건>

• 활성 함수 : Sigmoid
- 긍정과 부정 2가지로 이진분류

• Epoch = 10

• batch_size = 512

<결과>

• Loss : 0.3859

• binary_accuracy : 0.8534

• Prelu나 다른 함수를 사용하여도 85%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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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시스템과분석결과저장

- 3단계를 따라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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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개별적인 리뷰를 입력하면 몇 %확률로 긍/부정 문장인지 분석

2단계 : 네이버 영화 검색 페이지를 이용해 영화를 검색하고 선택한 영화의 리뷰들 전체 크롤링

3 단계 : 전체 긍/부정 %를 구하여 파이차트로 만들고 추가로 워드클라우드까지 저장

1단계

개별적인문장수준

감정분석

2단계

원하는영화검색과

전체리뷰크롤링

3단계

긍/부정파이차트와

워드클라우드저장

최종목표를 위한 세부적인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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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스템과 분석결과 저장

1. 개별적인문장수준감정분석

• 앞서 전처리/정제한 데이터 10000개 투입

• 비꼬기, 중립적 표현, 장/단점 함께 쓴 경우가 아니면 거의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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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스템과 분석결과 저장

2. 원하는영화검색과전체리뷰크롤링

• 네이버 영화 검색의 HTML 응용

• 리뷰가 많은 영화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

제목검색1

영화선택2

개별리뷰분석결과도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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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스템과 분석결과 저장

3. 긍/부정파이차트와워드클라우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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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시스템과 분석결과 저장



20

실제 예매 순위와 비교

4. 실제예매순위와비교 영화 제목 긍정(%) 부정(%)

소울 87.9 12.1

라야와 마지막
드레곤

84.4 15.6

모리타니안 83.7 16.3

정말 먼 곳 83.3 16.7

중경삼림 80.1 19.9

귀멸의 칼날 79.9 20.1

반지의 제왕 : 
두개의 탑

79.2 20.8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78.6 21.4

미나리 70.9 29.1

리스타트 48.1 51.9

▲ 현재 개봉 중인 영화 예매율 상위 10편 ▲ 긍/부정 리뷰 비율로 재구성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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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예상 수요자 : 관람객과 영화 배급사

20

영화에 대한 모집단
리뷰의 전체적인 감정

평가 지표 제공

스포일러를 회피하고

간단한 평가만 알고

싶은 잠재적 관람객

한국 컨텐츠 배급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

영화 배급사

인사이트 : 일반 관람객과 배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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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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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된데이터와낮은정확도

• 컴퓨터 성능 한계로 모든 데이터를 다루지 못함

• 원본 데이터 안에 포함된 비꼬기, 반어법, 낚시성 리뷰, 영화와 상관 없는

리뷰 등을 걸러내지 못해 모델 정확도가 90%를 넘지 못함

2. 낮은시간효율성

• 네이버 영화 HTML에 의존한다는 한계로 인해 발생

• 리뷰 게시판 마지막에서 자동적으로 멈출 수 없어서 임의로 무조건 천 페

이지 정도 반복하게 만듬

3가지 한계점

3. 복잡한파일구성

• 쥬피터로 실행 시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h5)와 감정 분석 코드 파일(.py)이

함께 있어야만 정상 작동

• .py 사용 시 가중치 파일만 있어도 되지만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호출 안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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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필터링

• 수동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리뷰 제거

• 특정 단어(ex-평론가 이름) 필터링 강화

• 유명한 망작 영화는 크롤링 리스트에서 제거

2. 웹크롤링기능개선

• 네이버 영화 HTML 웹크롤링 방식 개선

• 기존 중복 리뷰 확인 방식에서 리뷰 리스트 페이지를 먼저 읽고 페이지 수

만큼 반복 크롤링 하도록 개선

개선 방안

3. ZIP 파일로배포

• 만약 독립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배포 시

• Zip 파일로 만들어서 묶음으로 배포



THANK YOU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