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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과 범위

  다양해진 드라마 제작방식을 통하여 이전에 볼 수 없

던 새로운 성격의 등장인물과 소재가 등장한다. 그로인

해 장르 드라마가 판타지 요소와 혼합하게 되면서 판타

지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1] 2017년 종영

한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는 케이블채널에서 이

전에는 기록하지 못한 높은 시청률과 OST의 상위권을 

기록한 드라마다.

Ⅱ. TV 드라마의 시청률과 OST

1. TV 드라마『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의 시

청률 변화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는 2016년 12

월~2017년 1월까지 tvN에서 16부작으로 편성된 미니 시

리즈 금토 드라마다. 2018년 JTBC에서 방영된 『SKY캐

슬』이 23.8%(닐슨코리아)를 기록하기 이전에는 케이블

채널에서 최고 시청률 20.5%(닐슨코리아), 19.6%(TNMS)

를 기록했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요일이  월화, 수목, 주

말드라마를 중심으로 제작하던 방식이 2013년 방영된 

『응답하라 1994』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금토 드라마는 

유지되고 있다. 

  요일 유형별 드라마와 시청률의 상관관계는 주말 드라

마의 경우 이전 작품 시청률이 높고 선행 프로그램으로 

드라마와 예능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예능이 편성된다면 

더 높은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2] 방영되는 요일 중, 토요일이 해당되어 주말드라

마로도 볼 수 있는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는 방

송이 끝난 후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지만, 드라마의 

전작이 최고시청률 6.6%(닐슨코리아)에 그쳤기 때문에 

방송 편성 외의 다른 요소가 높은 시청률에 영향을 끼쳤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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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시청률 변화

  <그림1>은 초기시청률 1~3화를 지나 급격하게 시청률

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초기 

시청률은 드라마 평균 시청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며, 향후 시청률을 예측 할 수 있다.[3]  

2. TV 드라마『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의 OST 

사용

  가창곡 15곡과 스캣(Scat)으로 이루어진 1곡으로 총 

16곡이 발매됐다. 드라마의 회차를 1~8화를 전반부, 

9~16화를 후반부로 하여 분류했을 때 OST의 사용은 전

반부에서 46회, 후반부에서 75회 사용한다. 전반부에 사

높은 시청률의 TV 드라마와 OST의 상관관계
The Correlation Between High ratings TV drama and OST

김 진 선, 이 승 연*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Kim jin-seon, Lee seung-youn*

The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 

 요약

최근 TV 드라마의 장르 혼합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상의 원인으로 매번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에 익숙해져 버린 시

청자들이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된 것이다. 2017년 종영한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의 시청률은 성공적인 드라마로 

평가되며, 더불어 그 해 발매된 드라마 OST까지 높은 순위를 기록함으로써 시청률과 드라마 OST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첫 번째, 초반부 시청률과 OST 순위는 비례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시청률이 높아지는 후반

부로 갈수록 OST의 삽입 횟수가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장면에서 갈등의 최고조에 삽입된 곡은 시청률과 사용횟수에 상

관없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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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한 곡 ‘Beautiful’은 

초기 시청률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전반부에 처음 사용되

었다. 유일하게 첫 화부터 종영 회차까지 지속적인 사용

을 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드라마의 후반부에 

처음 사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회차에 사용했다. 시청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그 결과 높

은 순위를 종영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Ⅲ. 결론

  본 연구는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를 통

하여 시청률과 드라마 OST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

다. 첫 번째로 드라마의 초기 시청률과 OST의 음원순위 

상관관계는 무의미하다. 드라마의 전반부에 삽입된 OST

를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했지만, 후반부에 집중적

으로 사용한 OST와 비교했을 때 음원차트 순위의 차이

가 크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시청률과 드라마 OST 발매 

시기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하다. 대부분 제작된 음악을 

드라마에 먼저 사용한 후 음반이 발매되는 경우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자주 볼 수 있는 음원발매 홍보방

법은 드라마가 끝나는 엔딩장면을 활용한다. 미리 음원

이 출시될 날짜를 선택하지만, 출시 전에 OST를 드라마

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드라마의 시청률과 음원발매 시기

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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