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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ous people share their TV experience with other viewers on social media such as personal blogs and Twitter. 

It means that broadcast media, especially TV, affects the responses on social media. Moreover, the responses affect 

broadcast media ratings back. Social TV tried to use the relationship in marketing activities such as advertisement 

by analyzing the TV related social behavior. However, most of them used just the quantities of social media responses. 

This study analyzes the subjects of the responses on social media about specific TV dramas through topic model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popular topics and viewer ratings of the drama over specified periods. 

Five representative Korean dramas of 2014 were selected and Blog contents including viewer ratings about the dramas 

were collected from naver.com which is the representative portal in South Korea. The proposed analysis framework 

consists of three steps which are Blogs crawling, topic modeling, and topic trend analysis. We found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e topic trend analysis. Firstly, there were specific topics on dramas in social media. Secondly, 

the topics had some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viewer ratings. Lastly,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opics 

of dramas with higher viewer ratings and those with lower viewer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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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셜 미디어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연구주제  

하나이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을 이용하여 선거 

결과를 측(Kushin and Yamamoto, 2010)하거나 

마  캠페인의 수행에 활용하는 등(Michaelidou 

et al., 2011), 소셜 미디어에 한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미디

어의 시청률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 사이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TV를 통해 다양

한 로그램을 하고 그에 한 경험이나 의견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은 다시 TV 로

그램의 시청률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송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사이의 연 성에 주목

한 연구는 이 부터 수행되어 왔다. 를 들어 소

셜 TV는 TV와 련된 소셜 행태에 한 연구로

서, 주로 TV를 보면서 시청자들 간에 의견을 교

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애 리 이션을 제공

하거나(Cesar and Geerts, 2011a), 특정 TV 로

그램에 해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을 측정하 다

(Cesar and Geerts, 2011b). 그러한 들  하나

로 Bluefin(Deb, 2012)은 사용자들의 반응을 두 개

의 척도로 측정하여 TV 로그램에 한 시청자들

의 참여에 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 다. 

소셜 TV는 한 때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2014년

에는 부분의 소셜 TV 사업들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Roettgers, 2014). 이들 사업들은 주로 

시청자들이 TV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SNS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주요 

실패원인은 이미 SNS 시장에 페이스북과 트 터라

는 공룡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Roettgers, 

2014). 

그러나 이러한 소셜 TV 서비스가 실패했다고 

해서, 소셜 미디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BC 방송의 

경우 시청정보를 분석하여 시청자 맞춤형 방송을 

추천하고 있으며(Brown, 2013), 이러한 추천에서 

소셜 미디어 기반의 정보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한 넷 릭스(Netflix)가 빅데이터 분석을 기

반으로 ‘하우스 오  카드’라는 드라마를 제작한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 방송 

콘텐츠 수요  선호도 분석과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 로 방송 콘텐츠 성공을 측하 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주연배우, 

감독, 주제를 선정하여 제작하 는데, 2013년 1/4

분기에만 2백만 명의 신규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성

공하 다. 즉,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시청자 반응 분

석은 드라마와 같은 방송 콘텐츠의 제작에 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문화 연

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인기드라마 던 “별에서 온 

그 ”의 국내 생산유발효과를 101,105,200만 원으

로 추산하고 있다(Jung, 2014).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도 드라마의 기획은 매우 요한 산업이며, 방송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간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Park et al., 2015).

과거 소셜 TV를 비롯한 연구들에서 방송 미디

어가 소셜 미디어에 미친 향은 주로 검색어 순  

혹은 검색량과 같은 정량  지표가 상이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정량 인 지표보다 

소셜 미디어에서 방송 콘텐츠에 해 기술되는 토

픽과 같이 의미 이고 정성 인 부분에 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픽 모델링(Blei et al., 

2010)과 같이 잘 알려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

용하여 드라마와 같은 방송 콘텐츠에 해 시청자

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주로 기술하는 토픽들을 분

석한 후, 그 토픽들과 드라마의 시청률과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토픽들이 시청률에 향을 미

치고,  반 로 시청률이 토픽들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둘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먼  드라마가 방 된 기간 동안의 소셜 미디어 

내용을 수집하고, 토픽을 분석한 후에, 정해진 기간 

동안의 토픽 트 드를 분석함으로써 각 토픽들이 시

청률과 함께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토픽 트 드와 시청률의 변화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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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각각의 토픽과 시청률의 계를 직 으로 

악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토픽 모델링에 한 기존 연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송 미디어

와 소셜 미디어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한 방법

론에 해 설명하고, 제 4장에서는 분석 결과와 시

사 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

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2. 토픽 모델링과 토픽 트 드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이다(Blei and Lafferty, 2009). 주 

사용목 은 매우 큰 다큐먼트의 집합으로부터 유용

한 패턴을 찾아내는데 있다. 이 패턴은 워드들로 구

성된 벡터로서 토픽이라고 불린다. 즉 토픽은 문서

들에 내재한 단어들의 확률분포이며, 연 성이 높

은 단어들로 이루어진다. 토픽 모델링은 이러한 토

픽들의 통계 인 집합을 문서들로부터 추출하기 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

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알고리즘  하나인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Blei et al., 2003)

를 이용하 다. LDA에서 각 문서들은 토픽들의 특

정한 집합으로 간주된다. 이 때 유일하게 우리가 

측할 수 있는 변수들은 문서 내에 있는 특정 단어들

이다. LDA는 토픽 분포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

의 분포에 잠재된 변수들을 주출하기 해, 디리클  

다항분포에 기반한 통계  추론방법을 사용한다.

토픽 트 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토픽들의 

추세를 제공한다. Matsubara et al.(2012)은 LDA

가 직 으로 토픽 트 드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

으로 지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 기간

에 해 LDA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각 날

짜에 따른 토픽 값을 구한 후 그 추세를 보는 알

고리즘을 이용하 다. 

토픽 모델링과 토픽 트 드는 다양한 분야의 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Hyun et al.(2015)은 토픽

에서 발견된 이슈에 해 클러스터링을 용하여 

상  개념의 이슈를 도출하기 한 이슈 클러스터

링 방법을 제안하고 소비자 선호 이슈 에서 

용하고자 하 다. Bae et al.(2014)은 표 인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 터를 상으로 하여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제안하 다. Bolelli et al.(2009)

은 디지털 도서 의 문서들로부터 다양한 토픽들을 

추출하는데 토픽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 다. 이 연

구에서는 문서들을 일정 시간 간격에 따라 분류하

고 각각의 세그먼트에 해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후에, 시간에 따라 토픽들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를 보이고자 했다. Martie et al.(2012)은 안드로이

드 버그 리포트에 토픽 트 드를 용하고자 했다. 

안드로이드의 오 소스 로젝트들을 분석하기 

해 버그에 한 토론들이 올라온 공개 이슈들에 

해 토픽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버그와 련된 토픽

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발과정에 

반 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소

셜 미디어를 상으로 하여 토픽을 들여다보는 것

에 그치지 않고, 분석된 토픽들과 실제 방송 지표인 

시청률과의 연 성을 보고자 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3. 토픽 트 드 분석을 이용한 방송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분석방법

3.1 방송미디어 분석의 요성

한국 문화 연구원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 ”

의 경제  효과에 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Jung, 2014). 분석에 따르면 2014년 7월 당시 수출 

상 인 국가의 상 매액의 총액을 213,100만 원

으로 잡고 있으며, 국에 매된 액인 119,200만 

원을 합산하면 332,400만 원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드라마로 인한 

고 총액은 685,700만 원 정도, 련 상품의 매출은 

5,495,500만 원으로,  수입은 46,516,400만 원으

로 추산하고 있다. 결론 으로 국내생산유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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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eriod
Number of
episodes

Broad-casting
days

Viewer Rating
(Avg)

Wang Family 2013. 08. 31～2014. 02. 16 50 Weekent 33%

Empress Qi 2013. 10. 28～2014. 04. 29 51 Mon, Tues 21.9%

Dr. Stranger 2013. 05. 05～2014. 07. 08 20 Mon, Tues 11.7%

My Love from the Star 2013. 12. 18～2014. 02. 27 21 Wed, Thurs 24%

Misaeng(Incomplete Life) 2014. 10. 17～2014. 12. 20 20 Fri, Sat 5.4%

<Table 1> Five Korean Dramas Selected

101,105,2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과장될 수 있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한 편의 드라

마가 매우 높은 경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넷 릭스(Netflix)가 제작한 “House of Cards”

에 한 분석과 배경을 제공하는 뉴욕타임즈의 기

사에서는 “Giving Viewers What They Want”라

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있어,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시청자들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일반 인 경향이 

되었음을 보여 다(Carr, 2013).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

는 것은 매우 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으며, 시청

률과 소셜 미디어의 분석으로부터 시청자들의 

심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시청률에 향을 미

치는 지 알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3.2 드라마와 소셜 미디어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에 방 된 드라마들을 

상으로 하여 그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들을 

선정하 다. 이를 해 뉴스핌에서 제공하는 2014

년 지상  드라마 주말, 일일, 수목극 시청률 순  

(Lee, 2014)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시청률 1  드

라마와, 종합편성 채 에서의 시청률 1  드라마

를 <Table 1>과 같이 선정하 다. 한 SBS의 

드라마 에서 기 는 높았으나 실제 시청률은 2

에 그친 드라마 -“닥터이방인”을 추가로 선정하

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드

라마는 일일드라마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방 되는 

요일이 일정간격이 아니라는 단 이 있다. 를 들

어 수목드라마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달아서 반

되지만, 나머지 요일에는 방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의 반응을 어느 요일을 기 으로 

수집해야 하는 지에 한 이슈가 발생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분석 상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선택하 다. DMC 미디어의 “소셜 미디어 이용실

태”에 따르면(Dmc_Marketing_Team, 2014), 2014

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소셜 미디어는 페이

스북으로 77.4%의 이용률을 보 다. 그러나 페이

스북의 경우, 체 사용자들이 게시하는 내용을 

상으로 검색하여 결과를 가져오기 한 API나 방

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

용된 소셜 미디어는 블로그로 29.8%의 이용률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크롤링이 용이한 블

로그를 상으로 선택하 으며, 그 에서도 한국 

블로그 마켓에서 2015년 5월을 기 으로 71.2%의 

유율을 보인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 다.1)

3.3 토픽 트 드 분석 임워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 임워크는 <Figure 

1>과 같다. 첫 단계는 네이버 블로그로부터 상 

드라마와 련된 블로그 들을 수집하는 단계이

다. 기간은 드라마가 방 된 날짜를 기 으로 하

으며, 향후 연구 보정이나 보완을 해 드라마 

방 기간 동안 방 되지 않은 날에 해서도 날짜 

1) 출처 : http://www.blogch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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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문서들을 수집하 다. 둘째 단계는 문서들을 

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LDA 

분석에 있어서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는 말렛

(Mallet)을 이용하 으며, 그 결과로는 체 기간

의 토픽들의 분포와 각 문서 별로 토픽들의 분포

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단계는 드라마가 방 된 날짜에 비하여 

각 토픽들의 날짜별 트 드를 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드라마의 시청률과 각 토픽의 트

드를 비교하여 시각 으로 상호 연 계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Figure 1> Analysis Framework

4. 토픽 트 드 분석 결과

4.1 블로그 문서 수집결과

네이버 블로그를 상으로 한 드라마 련 문서 

수집에서는 자바로 직  크롤링 로그램을 작성

하여 수행하 다. 블로그 검색을 한 키워드로 드

라마의 제목과 등장인물의 연기자 이름과 등장인

물의 이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검사한 결

과, 드라마의 제목만을 키워드로 이용하 다. 등장

인물의 연기자 이름과 같이 다른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드라마와 연 성이 있는 문서는 부분 

드라마 제목으로 한 결과와 복되고, 복되지 않

은 경우에는 드라마와 연 성이 없는 결과가 많았

다. 따라서 문서의 연 성을 높이기 해 제목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블로그 문서의 본문을 가

져온 후, 형태소 분석기인 KLT2000(KLT, 2014)

을 이용하여 명사만을 추출하 다. 이 과정에서 먼

 필요 없는 단어는 불용어로 한 번 걸러지고, 뒤

에 토픽 모델링 수행 단계에서 다시 걸러진다. 토픽 

트 드 분석과정에서 사용할 시청률은 AGB닐슨미

디어리서치2)에서 제공하는 시청률을 바탕으로 네

이버에서 각 드라마에 해 편집하여 제공하는 기

간별 시청률을 사용하 다. 

<Table 2>는 수집된 문서들의 결과를 보여

다. 표에는 각 드라마 별로 수집된 블로그 문서의 

수와 날짜 별 평균 문서 수가 나타나 있다. 주목할 

은, ‘왕가네 식구들(Wang Family)’의 경우, 시

청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평균 문서 수

는 가장 낮다는 이다. 이는 주말드라마인 ‘왕가네 

식구들’의 특성 상, 시청자들의 분포가 40～50  

주부와 같이 SNS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특정 층

에 집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반면, ‘미

생(Misaeng)’의 경우에는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

고 일당 평균 문서 수는 ‘별에서 온 그 (My Love 

from the Star)’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26건을 

기록하 다. 이러한 결과는 후에 시청률과 토픽 간

의 계를 분석한 결과와도 연 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Title
Number of
Documents

Avg. No of
Documents
per Day

Viewer 
Rating
(Avg.)

Wang Family 4,818 64.2 33%

Empress Qi 10,130 131.6 21.9%

Dr. Stranger 5,249 175.0 11.7%

My Love
from the Star

43,913 1372.3 24%

Misaeng
(Incomplete 

Life)
15,787 526.2 5.4%

<Table 2> Crawling Results

2) 출처 : http://www.agbniel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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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드라마 련 소셜 미디어 토픽 분석 결과

수집된 문서들에 한 토픽 분석은 MALLET 

(Mimno, 2013)에서 제공하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Blei, 2003) 기반의 토픽 모델링 도구

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가 

다양한 토픽들의 집합체이고 각각의 토픽은 단어

들의 확률 인 분포로 이루어졌다는 가정 아래, 주

어진 문서들로부터 각 문서들의 토픽의 분포를 찾

아내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토픽 모델링은 각 드

라마가 방 된 기간 동안에 쓰여진 블로그 문서들

이 어떠한 토픽들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내고

자 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단계에서 그러한 토픽

들의 시간에 따른 트 드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토픽보다는 가  방

기간 동안 지속된 토픽들을 찾아내고자 하 다. 

토픽 모델링에서 요한 이슈  하나는 토픽 수

의 결정이다. 토픽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수

많은 각각의 토픽들을 해석하기가 쉬지 않고, 토

픽의 수가 은 경우에는 토픽들이 지나치게 일반

화되어 의미 있는 토픽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토픽의 수를 결정하

기 해 5개부터 시작하여 20개까지 다양한 수의 

토픽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MALLET

으로 10개의 토픽을 만드는 분석을 실시하고, 그 

에서 다시 가 치(weight)가 0.1보다 높은 토

픽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

하 다. MALLET은 두 종류의 결과를 제공하는

데, 첫째로 체 문서들에 해 종합 으로 추출

한 토픽(단어들의 집합)과 각 토픽의 가 치를 

제공하고, 둘째로 각 문서들에 해서 앞에 추출

된 토픽들의 문서 단 의 가 치를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첫째 결과를 이용하여 토픽들을 선정

하 으며, <Table 3>은 ‘별에서 온 그 ’에 한 

결과를 토픽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에서 제공되는 토픽은 단어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토픽의 제목은 분석자의 주 인 단에 의해 

많이 결정되는데, <Table 3>의 경우는 제목이 

비교  단어들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단

된다. 

Topic
Title

Weight Topic

Food 0.13184
Food, price, cheese, strawberry,
pizza, ice coffee, sweet potato, cafe…

Fashion 0.12519
Overcoat, price, style, sunglasses,
dress, jacket, fashion, skirt, shirt, …

Story,
Roles

0.14532
Songee, Dominjun, Semi, Jaekyong, 
alien, star, epilogue, kiss, 
supernatural power, …

Drama-
General
talk

0.18174
Drama, viewer rating, casting, 
review, actress, The heirs, The 
thieves, acting ability…

Daily
Life

0.20568
You, today, mobile, thought, 
photo, love, We, human, sister, 
time, one day, friend, now…

<Table 3> Example of Topics

를 들어 ‘음식(Food)’과 ‘패션(Fashion)’의 경

우에 각기 직 인 연 이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 거리, 역할(Story, Roles)’의 경우에는 

실제 주인공들의 극  이름인 Songee, Dominjun, 

Semi, Jaekyong 외에, 거리와 연 이 높은 단

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주목할 토픽은 ‘드

라마에 한 일반 인 내용(Drama-General talk)’

으로 드라마의 구체  내용과는 계없이 일반

인 드라마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Daily Life)’에 한 토픽은 드라마와 

계없이 일상 인 단어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블로

그가 일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Table 4>는 체 드라마에 공통 으로 발견

된 토픽들을 정리한 표이다. 가 치의 합이 높고 

5개의 드라마에 공통으로 나타난 토픽들은 ‘일상

생활(Daily life)’, ‘일반 인 드라마 련(Drama- 

General talk)’, ‘ 거리, 역할(Story, Roles)’ 순이

었다. 



Analysis of Social Media Contents about Broadcast Media through Topic Modeling    87

Topics Drama Title
# of

Dramas
Weight
Sum

Daily Life Wang Family, Empress Qi, Dr. Stranger, My Love from the Star, misaeng 5 1.07

Drama-General talk Wang Family, Empress Qi, Dr. Stranger, My Love from the Star, misaeng 5 1.04

Drama-story, Roles Wang Family, Empress Qi, Dr. Stranger, My Love from the Star, misaeng 5 0.82

Food Empress Qi, Dr. Stranger, My Love from the Star, Misaeng 4 0.50

Background, material
(ex. History, alien)

Empress Qi, My Love from the Star 2 0.42

Fashion Wang Family, Dr. Stranger, My Love from the Star 3 0.37

Philosophy Misaeng 1 0.29

<Table 4> Common Topics over Dramas

<Figure 2> Topic Trends : ‘Wang Family’

4.3 드라마 련 소셜 미디어 토픽 트 드 분석 결과

토픽 트 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토픽들의 가

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드라마 별로 각 방

분에 해 토픽 트 드를 계산하기 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당일에 

작성된 블로그 문서들을 상으로 하여 각 토픽에 

해 평균값을 계산하여 토픽 트 드 값을 구하

다. 본 연구에서 드라마에 한 블로그 문서들을 

상으로 용하여 토픽 트 드를 구하기 한 구

체 인 공식은 아래와 같다(Kim et al., 2015).

 


  





 : 방 일 t의 토픽 트 드 분포

 : 방 일 t의 총 문서 수

 : 문서 d의 토픽 분포

그러나, 와 같이 계산된 식은 각 토픽들에 한 

상 인 분포로서, 당일에 해당 토픽의 인 

인기는 반 하지 못한다. 상 인 지표로 계산된 

토픽 트 드를 시청률과 연 시켜 트 드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하

여 본 연구에서는 에서 구한 토픽 트 드 값에 

당일의 블로그 문서 수를 곱하 다. 

<Figure 2>는 ‘왕가네 식구들’의 토픽 트 드를 

보여주고 있다. 좌측의 Y좌표는 토픽의 트 드 값

을 나타내고, 우측의 Y좌표는 시청률의 %값을 나

타낸다. X축은 방 된 일자를 나타낸다. 이 그래 에

서는 시청률이 꾸 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각 토픽의 

값은 후반분에 가 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상생활’과 ‘ 거리, 역할’의 토픽값이 후반부

에 상 으로 더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토픽과 시

청률 사이의 상 계는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 

<Figure 3>은 ‘기황후’의 토픽 트 드를 보여

다. ‘기황후’의 경우에는 토픽의 값들이 문서 수

의 향으로 인해 오르락내리락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일주일  방 이 시작된 월요일과 화요일의 

블로그 문서의 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

해 피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반 으로 토

픽들이 시청률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88 박 상 언

<Figure 3> Topic Trends : ‘Empress Qi’

<Figure 4> Topic Trends : ‘Dr. Stranger’

<Figure 5> Topic Trends : ‘My Love from the Star’

<Figure 6> Topic Trends : ‘Misaeng’

<Figure 4>는 ‘닥터이방인’의 토픽 트 드를 보

여 다. ‘닥터이방인’은 기 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드라마로, 시청률 추이에서도 그러한 면이 보

인다. 즉 반 1/4시 까지는 시청률이 올라갔으나 

그 이후로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다. 이에 따라 

토픽들도 반 으로 하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드라마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토픽

들 에서 ‘드라마 일반’에 한 토픽이 반부터 

끝까지 가장 우세한 토픽이라는 이다. 이는 드라

마에 해 다 지는 토픽들이 드라마 주변에서 맴

돌고, 드라마의 세부 인 내용-‘ 거리, 역할’이나 

‘일상생활’과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5>는 ‘별에서 온 그 ’의 토픽 트 드이다. 

‘별에서 온 그 ’는 간의 한 번의 피크를 제외하고는 

시청률과 토픽 지수 모두 꾸 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간의 피크는 다큐먼트 수의 향으로, 다음 

방 차수에서 갑작스런 하락세를 한번 보인다. 향후 

분석에서는 이러한 특이 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 는 반 으로 시청률

과 토픽의 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Figure 6>는 ‘미생’의 토픽 트 드를 보여 다. 

‘미생은’ 드라마들 에서 가장 명확한 시청률과 토

픽 간의 연 계를 보여 다. 시청률과 다른 토픽

들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분의 토픽들이 그래  상으로는 시청률

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청률이 다

른 드라마에 비해 낮은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참

여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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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셜 미디어 토픽과 시청률 사이의 연 성

이상과 같이 토픽 트 드 기법을 이용하여 드

라마가 방 된 기간 동안 드라마의 시청률과 드

라마에 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 사이의 연

계를 살펴보았다. 그래 를 이용한 분석을 통

해 다음과 같은 시사 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드라마에 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이 낮으면 

둘 간의 연 성을 찾기가 어렵다. 블로그 문서의 

수가 다른 드라마에 비해 낮은 ‘왕가네 식구들’의 

경우, 시청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연 성을 찾기가 어려웠고, 이는 ‘기황후’에서도 

마찬가지 다. 둘째, 시청률이 차 떨어지는 드

라마는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의 토픽도 살아나

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다

지는 내용이 드라마 주변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닥터 이방인’을 

그 로 볼 수 있다. 셋째, 토픽과 시청률의 연

성이 높거나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이 높은 드

라마일수록 후반에 ‘일상생활’에 한 토픽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미생’과 ‘별에서 온 그 ’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넷째, ‘음식’과 ‘패션’에 한 

토픽은 부분의 드라마에서 다 지고 있으나 비

은 낮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송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간

의 연 성을 알아보기 해 드라마의 시청률과 그 

드라마에 한 블로그 문서 사이의 계를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하

여 먼  2014년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 

5개를 선정하고, 이들을 상으로 네이버 블로그

로부터 드라마가 방 된 날에 작성된 련 문서

들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을 이용해 문서의 내

용에 한 토픽을 분석하 다. 그리고 토픽 트

드 분석을 이용하여 각 드라마에 해 토픽들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그 드라마의 시청률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한 의미를 요약해 보면, 

첫째 소셜 미디어에서 드라마에 한 토픽들이 실

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둘째 

그러한 토픽들이 시청률과 상 계를 갖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와 그 지 않은 드라마 사이에는 주로 다

지는 토픽에 차이가 있다는 을 알 수 있었다. 이

상과 같이 기존에는 짐작만 했던 내용을 실제 데

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활용성 측면에서는, 첫째 소셜 미디어 분

석을 통해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의 특징을  알아

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어떤 에 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해 어떤 토픽들에 시청자들이 주목하도록 해야 하

는지에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드라마 

반의 토픽들을 분석해 보면 드라마의 흥행가능

성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떤 

에 더 주력해야 하는 지에 해서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에 한 블로그 문서들의 

토픽들과 드라마의 시청률 간의 계를, 시간에 

따른 그래 로 시각화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

으려고 하 다. 그러나, 제시된 계가 통계 으

로 어느 정도 유의한 지에 해서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극복하기 해 

VAR(Vector AutoRegression)와 같은 시계열 분

석 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

하고자 한다. 한, 부분의 드라마가 일주일에 

이틀 연속 방 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방

일만을 상으로 분석할 경우 일주일  5일 동

안의 소셜 미디어 반응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

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의 극복 

외에도 향후 연구에서는 그래 에서의 특이 에 

해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성공 인 드라마와 그

지 않은 드라마 간의 차이를 밝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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