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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난 10월 네이버tv 캐스트를 통해 방 된 tvN 신서유기는 웹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연구는 디지털 시  시청환경의 변화와 새로움 랫폼으로서 웹의 가능성에 해 제고하고자 이용자들

이 웹 로그램을 얼마나 능동 으로 선택하는지, 언론의 로그램 보도가 로그램을 공유하고 확산시키

는데 미치는 향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참여  시청 유형  조회 수로 측정한 시청자의 심도는 로그

램에 한 정보의 확산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심도가 높을 경우 이용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져와 확산형 입소문 유형을 나타냈다. 웹 기반 로그램 제작사는 로그램의 성공을 해 

무엇보다 조회 수를 높이는 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리즘 측면에서 로그램의 화제성의 내용을 살펴

보면, 신서유기를 제외한 로그램을 기사화할 때 언론은 주로 출연하는 여배우의 외모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유형과 입소문 유형의 계를 보면, 심도가 높은 ‘ 극  여’일 경우 분산  확산형과 

집  확산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극 으로 여할수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이 활발

하게 교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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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ccess of the journey to the west of tvN’s shows the positive prospect of web 

entertainment. This study highlights how viewers actively select web progrmas and how they 

diffuse the infomrmation of web progra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web program 

and the change of viewing environment. This study revealed the attention of viewers affected 

the diffusion of programs via social media. The highness of the viewer’s attention cause the 

highness of active interaction between users. The production company of web entertaninment has 

to focus on the high hits strategy. In the view of journalists, they covered on the appearance of 

the heroin rather than the content of the program. The relationship of viewing type and viral type 

via SNS is related with the activity of viewers. If viewers participate in viewing they express 

their opinion on the web entertainment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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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tvN의 나 석 피디가 제작한 신서유기는 2015년 9월 

4일 인터넷 랫폼인 네이버와 qq.com을 통해 한국과 

국의 시청자에게 공개 다. 기존의 웹 기반 엔터테인

먼트 로그램이 텔 비  방송을 목 으로 만든 것인

데 비해 신서유기는 처음부터 웹 엔터테인먼트로 제작

되었다. 방송제작자나 주식 투자자들은 신서유기가 과

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는데, 9월 4일 로

그램 공개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심을 끌었으며, 언론

도 주목했다. 로그램을 공개한지 며칠 만에 조회 수 

1천만 건을 넘더니, 4주간 23개의 클립을 공개한 후 최

종 조회 수가 5천만 건을 넘었다. 신서유기의 성공을 확

신하지 못했던 고주, 투자자들은 신서유기에 한 

심이 높고, 연일 언론에서 주목하자 제작사인 CJ E&M

에 해 낙 인 망을 했다. 그 결과, 신서유기 시작 

 78,400원이던 주가가 9월 25일 마지막 편 공개 후 

94,000원으로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국내외 모바일 동 상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텔 비  로그램을 모

니터를 통해 보는 인구는 매우 고, 모바일 동 상 트

래픽의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이른다고 했다[1]. 시청

자들은 TV를 보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로그램 내

용을 올리고, 시청 소감을 교환하기도 한다. 이를 소셜 

TV라고 하는데 시청자의 시청 행 가 모바일․인터넷 

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을 볼 수 있다. 시청자들

은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하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하

는 등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멀티 테스킹’을 한다[2]. 

모바일의 이동성(mobility)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장소

에서 원하는 때에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IPTV나 이블 TV 가입자들

은 본방송을 보지 않고, 원하는 때에 몰아서 보는 폭식 

시청(binge viewing) 양상을 띤다. 

신서유기의 성공은 이와 같은 시청 환경 변화에 빠르

게 응한 기업 제작사(Program Provider)가 스타 

PD와 1박 2일 멤버를 내세워 로그램을 만들었기 때

문이라는 비 도 있다[3]. 동시에 국 시장을 목표로 

국 시안(西安)을 배경으로 제작했고 국에서도 폭발

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1인 제작 로그램이나 1

인 방송이 기업, 거  방송사가 아닌 개인의 역인

데, CJ E&M 같은 기업이 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1인 미디어의 치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

제로 소 제작사가 제작한 웹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의 tv캐스트(tvcast.naver.com)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조회 수 몇 천 건을 넘는 로그램이 많지 않다. 그 다

면, 신서유기의 성공은 특수한 경우로 야 하는가?

이 연구는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로 텔 비  내

용이 다양한 채 을 통해 소비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

화에 주목했다. 시청 환경이 모바일 심의 다시 보기, 

인터넷 기반의 로그램 다시보기, 로그램 하이라이

트 심의 다시보기 등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웹 엔터테

인먼트 로그램이 계속 성공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

한다. 신서유기의 성공 요인이 등장인물, 로그램 배

경, 내용 등 로그램 내  측면에도 있겠지만, 이 연구

는 시청 환경의 변화와 로그램의 화제성 등 로그램 

외  측면에 주목해 웹 기반 로그램이 이용자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 웹 엔터테인먼트 시청 환경을 고려해서 이

용자들이 로그램을 얼마나 능동 으로 선택하는지 

시청 행 를 유형화하고, 언론에서 로그램에 얼마나 

주목하는지 화제성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로그램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이용자들의 

행 와 어떤 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구체 으로 

웹 시청 환경에서 시청자들의 능동  시청이 로그램

의 화제성에 미치는 향  능동  시청과 로그램의 

화제성이 로그램에 한 정보 공유, 확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이론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웹 랫폼 환경에서 시청자의 시청 행 와 정보 공유를 

실증 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론  측면에서 멀티 랫

폼 시  이용자의 능동성 이론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실무  측면에서 방송사에서 웹 엔터테인먼트 제작에 

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로그램 

외  측면에 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악하는데 유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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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론  배경에서는 디지털 멀티 랫폼 환경에서 시

청자 참여를 기 으로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을 논

의하고, 로그램에 한 인터넷 언론의 주목이 로그

램의 성공에 어떤 향을 미칠지 알아보겠다. 

1.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웹과 웹 엔터테인먼트 프
로그램 시청 유형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시청자의 시청 행

를 변화시켰다. 본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어든 반면,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가 증가했다. 디지털 

시  시청자들의 시청 행 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나

타난다. 시청자들은 인터넷과 모바일과 같은 다양한 

랫폼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TV 로그램을 시청한

다. 모바일의 등장은 이동성을 강화시켜 이용자들이 다

양한 랫폼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4]. TV 모니터를 통해 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어든 반면 인터넷이나 IPTV 등

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증가

했다. 

시청자의 시청 상황 변화와 함께 시청자들은 텔 비

 로그램을 보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댓

을 올리거나 로그램 ‘좋아요’ 등 로그램에 한 

반응을 극 으로 표출할 수 있다. 박(Park, 2010)은 

로그램 이용자가 로그램 제작, 디자인 등 내용자체

에 여할 뿐만 아니라 로그램을 공유하고, 댓 을 

달고, 비 하거나 홍보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참여하

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들은 이용자들과 커뮤니 이션

을 통해 TV 시청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6]. 이 

연구는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청 환경의 

변화로 시청자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

고, 로그램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상에 주목했다. 

이용자들은 웹을 통해 다양한 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로그램에 한 호감도를 표 한다. 

이 연구는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이 이용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회자되는 것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청자 측면과 언론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상  

로그램과 달리 웹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이용자들이 

얼마나 시청했는지가 다른 이용자의 심을 유발할 수 

있다. 웹 엔터테인먼트 이용자들은 로그램을 시청한 

후 시청 경험에 해 댓 을 올리면서 극 으로 자신

의 시청 경험을 표출한다[7]. 이 연구는 네트워크로 연

결된 이용자들이 웹 기반 로그램을 시청하는데 그치

지 않고 댓 을 달면서 시청 경험을 공유하는 입소문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웹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시청률을 측정할 수 없으므

로 로그램의 인기를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웹에서 

특정 로그램을 시청 했는지로 악해야 한다. 웹 엔

터테인먼트 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용자들은 호감을 

표 하거나 로그램을 공유 는 시청 경험을 나  수

도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하게 로그램에 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웹 엔터테인먼트 시청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로그램에 심이 많은지 심도

(attention)와 로그램에 한 호감을 얼마나 표출했는

지 호감도(likeness)로 시청 유형을 분류했다. 방송 산

업 측면에서 시청자 심도는 시청률과 동일시된다. 시

청률은 시청자들이 로그램에 얼마나 심이 있는지

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주에게 매우 요한 자료이다. 

같은 맥락에서 웹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청자 심도는 

이용자가 로그램을 클릭해서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

며, 역시 조회 수를 근거로 고주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률 못지않게 요하다. 조회 수에 

따라 제작자의 수익이 달라지고, 고주의 이익에도 직

 향을 미치기에 시청자 심도가 로그램 제작사

의 경제  가치나 이용자 입소문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밝히는 것은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의 성공 측

을 하고, 마  략을 세우는데 요하다. 

시청자 심도와 호감도를 근거로 웹 엔터테인먼트

에 한 시청 유형을 [표 1]과 같이 구분했다. 먼 , 시

청자 심도가 높고, 호감도가 높은 로그램의 경우 

‘ 극  여’로 개념화했다.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

을 시청하고, 호감을 표 한다는 에서 로그램에 

한 여가 높다고 본 것이다. 시청자 심도는 높지만 

호감도는 낮은 경우 ‘소극  ’ 여‘로 보았다. 시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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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을 시청하지만, 호감을 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시청자 심도가 낮지

만 시청자들이 로그램에 해 호감도를 나타낼 경우 

팬덤으로 보았는데, 팬덤은 특정 로그램에 한 지지

를 보여주고,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끝으로 시청자 

심도와 호감도가 낮은 경우에는 ’단순 시청‘으로 개념화

했다. 단순 시청을 제외한 극  여, 소극  여, 팬

덤의 경우 클릭해서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그

램에 한 의견을 표출한다는 에서 참여  시청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시청자 심도

높음 낮음

호감도
높음 Ⅰ. 적극적 관여 Ⅱ. 팬덤(fandom)
낮음 Ⅲ. 소극적 관여 Ⅳ. 단순 시청

표 1. 웹 플랫폼을 통한 프로그램 시청 유형

이와 같이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에 한 시청자

들의 참여는 네트워킹을 통한 시청자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가치를 높이고, 이용

자들의 입소문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의 화제성에 해 논의하겠

다. 

2. 순환적 의제설정 과정에서 본 웹 엔터테인먼트
의 화제성과 정보 확산의 관계

2015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10 와 20

의 스마트폰 필수 매체 인식이 각각 67.9%와 69.5%

로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하는 비율이 44.1%로 나타났다. 시청자의 콘텐츠 

이용 매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웹 엔터테인먼트에 한 

이용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웹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주요 이용 연령 인 

은 층이 아니거나 평소 심을 갖지 않을 경우 어떤 

로그램이 방 되는지 시청자들이 알기 쉽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의 웹 드라마도 지상 에서 방 되고, 언론에

서 주목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았다[9]. 

이 연구는 새로운 랫폼으로 부각한 웹 랫폼을 통

해 성공한 웹 엔터테인먼트와 이용자들 간의 시청 경험 

공유 등 극 인 참여에 언론 보도가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스 미디어 심의 의제설정

과 달리 오늘날 이슈는 다양한 채 을 통해 확산되고, 

이용자의 즉각 인 피드백을 통한 실시간 확산이 가능

하다[10]. 이용자가 의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 없이 의제가 순환 으로 형성된다[11]. 

인터넷에서 치 한 연결망을 통해 의제가 제기되고 동

시에 확산되고 다시 이슈 화에 향을 미치는 등 순

환  의제설정과정에서 로그램의 화제성은 이용자들

이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확산시키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을 고려해서 이 연구는 언론이 엡 엔터테인먼

트에 해 얼마나 많이 언 했는지를 화제성으로 보았

다. 언론의 화제성은 언론에서 특정 로그램에 해 

얼마나 많이, 자주 보도했는지를 뜻한다. 언론에서 자주 

언 하고 보도할수록 사회  향력이 크다고 보고, 언

론의 화제성을 논의했다. 언론의 화제성은 언론의 매체 

가시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매체 가시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언론에 얼마나 두드러지게 기사

화되는지를 의미한다[12]. 양 인 측면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질 인 측면에서 정 으로 보도도는 

것이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알리는데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라버와 두나웨이는 정책입안자

들의 경우 정책 의제를 집행하는데 언론에서 주목하고 

쟁 화 하는 게 요하다고 보고 뉴스가치의 에서 

매체 가시성에 근했다. 힘이 있는 상임 원회에 있고, 

집권당에 있는 정치인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 보다 

매체에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다[13]. 

매체 가시성이 집단, 개인을 객 으로 보도하는 것

이라면 로그램의 화제성은 언론이 특정 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언 하는지 양  측면과 로그램을 얼마

나 흥미롭고 심을 끌만하게 기사화 하는지 질  측면

에서 개념화했다. 

양  측면에서 로그램의 화제성은 웹 엔터테인먼

트가 방 되는 기간 동안 언론에서 얼마나 기사화했는

지를 의미한다. 언론은 특정 집단, 개인을 자주 등장시

킴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그들이 요하다는 인식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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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는데, 의제설정 이론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가 많을

수록 시청자들은 그 내용에 해 심을 갖고 더 잘 알

게 될 수 있다[14]. 이런 을 고려해서 언론의 화제성

에 주목했다. 웹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웹 능에 심

이 있는 시청자가 아닌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시청자

들은 웹 엔터테인먼트를 알게 되고, 심을 갖게 되고 

시청까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로그램의 화제성을 양  측면과 질  측

면에서 알아보았다. 양  측면에서는 웹 엔터테인먼트

와 련된 언론의 보도량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매체가 

증가했고, 매스 미디어 보도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하면

서 화제성이 웹 엔터테인먼트에 한 이용자 참여를 유

발하는데 요하다고 생각했다. 질  측면에서 로그

램의 화제성을 밝히기 해서 네트워크 근을 했다. 

통령 연설문이나 정권의 가치, 정책 방향을 밝히기 

해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는데, 자주 언 된 단

어가 무엇인지 밝히고, 단어와 연결된 단어를 찾아내 

어떤 메시지를 달하려고 하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15].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는 단어를 하나의 노드(node)

로 보고, 단어와 단어의 심성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찾는다. 루어와 자오는 이메일과 블로

그와 같은 커뮤니 이션 채 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커뮤니 이션을 하는지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구성원들의 텍스트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직의 리더쉽,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16]. 우리나라에서는 통령의 연설문에 한 의미분

석을 통해 정권의 통치 철학을 밝히고, 통령 후보자

의 연설문에 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통령 후보자들

이 강조하는 핵심 가치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17]. 

3. 웹 엔터테인먼트의 시청 유형 및 프로그램의 화
제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산의 관계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시청자들은 단

순 시청에서부터 극  호감 표명 등 수용자로서 다양

한 성격을 보여 다. 디지털 멀티 랫폼 시 에 이용

자들은 시민, 소비자, 해설자, 행동자, 제작자, 정보를 

공유하고 댓 을 다는 추종자(follower), 로그램을 제

작하고, 제안하는 합작자(collaborator)로 구분 된다

[18]. 이 연구는 로그램에 한 시청 유형에 따라 이

용자들이 로그램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청 경험

을 나 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웹 엔

터테인먼트의 경우 조회 수에 따라 제작사와 콘텐츠 제

공 업체가 수익을 나 기에 조회 수는 기업의 수익과 

직 인 계가 있다. 

이용자의 입소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련 내용을 

얼마나 많이 언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지를 의미한다. 

이용자들이 해당 로그램에 한 심이 많을수록 온

라인상에서 자주 언 하고, 련된 내용을 많이 올릴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의 

제에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

해 많이 언 된 것 자체가 그 내용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19]. 양과 스코비는 정보의 주제와 

이용자의 이용 매체에 따라 이슈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분석했는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역

동 으로 형성된다고 하면서 트 터의 향력을 밝혔

다. 일반 인 상과 달리 팔로어가 많은 트 터 이용

자보다 1000명 미만의 트 터 이용자들이 팔로어를 통

해 더 활발하게 이슈를 확산시킨다고 했다. 즉, 네트워

크의 연결성이 높고, 상호작용이 활발할 경우 팔로어 

수가 더라도 이용자들이 이슈의 확산에 더 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20]. 

이 연구는 변화된 시청 환경에서 참여  시헝 유형과 

로그램의 화제성이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에 

한 시청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시청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로그램 

련 내용을 교환할 수 있기에 여기서는 시청자 신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용자’로 보았다. 먼 ,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을 올리는지는 로그램에 한 심

을 보여 다는 에서 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로그램과 련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언 되는지 이

슈의 다양성을 고려했다. 로그램에 해 댓 을 올리

는 이용자들은 로그램 내용에 한 문제를 제기하거

나 비 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이슈에 해 이용

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의견을 얼마나 교환하는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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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표 2]와 같이 유

형화했다. 이 연구는 이용자의 입소문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근을 기본으로 한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소셜 미디어

에 올라온 의견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텍스트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 여론을 악하는 것이다[21]. 사

람들이 많이 언 한 단어는 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고, 단어의 빈도와 단어와의 계를 통해 의미를 

악한다. 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조  패

턴을 시각화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내용분석이 연구자

가 만든 유목을 기 으로 실을 악하는 반면, 네트

워크 분석은 실제 사용된 단어를 상으로 단어의 요

성을 밝힌다는 에서 내용분석 보다 실을 있는 그

로 악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을 고려해서 이 연

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도자료의 의미를 악하

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의견의 다양성은 로그램과 련해서 

얼마나 많은 주제가 언 되었는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주제가 언 되는 것도 요하지만, 이용자들이 로그

램에 해 얼마나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로

그램을 알리는데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하다. 이런 에서 이 연구는 이용자들이 로그램

과 련된 내용을 얼마나 활발하게 교환하는지 연결성 

개념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2]는 의견의 다양성과 이

용자 연결성을 기 으로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이

슈의 확산을 유형화한 것을 보여 다. 의견의 다양성이 

높고, 연결성이 높을 경우 여러 주제에 해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분산  

확산형’으로 개념화했다. 의견의 다양성이 높지만 이용

자 연결성이 낮을 경우 ‘분산  고립형’으로 개념화했

다. 여러 주제가 언 되지만 이용자들 간에 주제에 

한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분산  고

립형’으로 보았다. 의견의 다양성이 낮을 경우 특정 주

제를 으로 논의한다는 에서 ‘집 ’으로 개념

화했다. 의견의 다양성이 낮고, 이용자 연결성이 높을 

경우 ‘집  확산형’으로, 의견의 다양성이 낮고, 이용

자 연결성이 낮을 경우 ‘집  고립형’으로 개념화했다. 

       의견의 다양성

높음 낮음

이용자
연결성

높음 Ⅰ. 분산적 
   확산형

Ⅱ. 집중적
    확산형

낮음 Ⅲ. 분산적 
    고립형

Ⅳ. 집중적
    고립형

표 2. 이용자의 입소문 유형화

이 연구는 웹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요인을 웹 콘텐츠 

로그램의 시청 환경을 고려해서 참여  시청 유형과 

화제성으로 보고, 이 두 요인이 로그램에 한 입소

문 유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에 한 이용

자의 시청 유형은 웹 로그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이용자의 시청 유형에 따라 웹 엔터테인

먼트 로그램의 ‘화제성’은 어떻게 나

타나는가?

연구 문제 3. 이용자의 시청 유형  ‘화제성’이 웹 엔

터테인먼트 로그램에 한 정보 확

산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3-1. 이용자의 시청 유형에 따라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에 한 정보 확산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3-2. 로그램의 화제성과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

램에 한 정보 확산 양상에는 어떤 계가 

있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의 시청 유형을 

시청자 참여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고, 로그램의 화제

성을 알아보기 해 언론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웹 엔터테인먼트의 경제  

가치와 입소문 유형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해 자료 

분석과 트 터를 통해 올라온 의견에 한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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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 분석 방법

1. 시청 유형 조회 수, 좋아요 등 
시청자 참여 정도 분석

2. 프로그램 화제성 네트워크 분석3.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산

표 3. 시청자 참여도와 프로그램 화제성이 웹 엔터테인먼
트 입소문 유형의 관계 연구

2. 웹 엔터테인먼트 현황 및 분석대상 웹 프로그램
웹 엔터테인먼트 로그램에 한 시청 유형과 화제

성이 입소문 유형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해 이 연

구는 네이버 TV 캐스트(http://tvcast.naver.com)에서 

방 하고 있는 로그램을 분석 상으로 했다. 네이버 

TV 캐스트는 지상 , 이블  종합편성 채 이 제휴

를 맺고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웹 콘텐

트 제작사에서 로그램을 소개하고 있기에 분석 상

으로 하다고 단했다. 웹 엔터테인먼트는 지상  

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올린 것과 웹 콘텐

츠로 제작한 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상당수의 웹 엔터테인먼트가 이용자들로

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웹 콘텐트 제작

사와 방송사의 하이라이트 로그램, 신서유기 같이 

기업에서 웹 배포를 목 으로 제작한 로그램 등 다양

한 성격의 로그램에 한 정보 확산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해 기획력과 자본이 투입된 로그램과 그

지 않은 로그램을 모두 분석 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웹 엔터테인먼트는 본래 웹에서 유통되는 것을 

목 으로 한 웹 용 콘텐츠와 지상  로그램을 웹에 

맞게 편집해서 제공하는 웹 콘텐츠화 로그램으로 구

분된다. 웹 용 콘텐츠의 경우 신서유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목을 받고, 언론에 기사화된 경우가 드물어 

이 연구는 웹 용 콘텐츠와 웹 콘텐츠화 로그램을 

모두 분석 상으로 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네이버 

TV 캐스트에서 로그램을 선택할 때 콘텐츠 심으

로 선택하기 때문에 생산자를 구분해 분석 상을 선택

하지 않았다. 네이버 TV 캐스트에 올라온 체 동 상 

에서 로그램의 생산자를 심으로 로그램을 분

류했다. 시청 유형이 다양한 로그램을 선택되도록 이 

연구에서 정한 선택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성격의 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논의하고자 했기에 지

상 나 이블에서 방송을 해 제작한 로그램과 웹 

제작사가 인터넷에 방 될 것을 목표로 제작한 로그

램이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 둘째, 웹 로그램은 1인 

제작 로그램과 방송사 제작 로그램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정보의 확산과 언론 보도량을 규명하고자 했

기에 1인 제작 로그램은 배제했다. 1인 제작 로그

램일 경우 방송사나 이블 TV, 모바일, 웹 문 제작

사가 만든 로그램에 비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셋째, 분석의 타당

성을 해 로그램의 완성도가 높고, 출연자들의 인지

도가 높고,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로그램

을 분석 상으로 했다. 

이 연구에서 유형화한 시청 유형에 합한 로그램

을 선택하기 해 분석 시기로부터 6개월간에 방 된 

로그램 에서(2015년 8월~2016년 1월) 이용자의 주

목을 받고 새로운 형식의 시도를 한 로그램이 포함되

도록 했다. 웹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을 보여  신서유기

와 f(x)=1cm, 72 TV를 선택했다. f(x)=1cm는 인기 걸

그룹 f(x)가 자신들의 일상을 그 로 보여 다는 에

서 해외에서 주목을 받은 로그램이다. 72 TV는 ‘

압축 드라마’로 새로운 동 상 형식을 제시한 드라마로 

이용자들 간에 정 인 반응을 일으킨 드라마라는 

에서 선택했다. 이 세 로그램은 웹 용 콘텐츠이다. 

다음으로 웹 콘텐츠화 로그램으로 ‘냉장고를 부탁해’

를 선택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웹 문 제작사가 아

닌 종합편성채 에서 제작했지만 15분 만에 요리를 만

드는 로그램으로 2분~15분 내외로 방 되는 웹 랫

폼의 로그램 형식에 합해 선택했다. 

3. 프로그램 시청 유형 조작적 정의
(1) 시청자 관심도 조작적 정의
시청자 심도는 시청자들이 로그램에 주의를 기

울이고 심을 갖는 것으로 이용자가 시청하기 원하는 

로그램을 보기 해 클릭하는 ‘조회 수’로 측정했다. 

‘조회 수’는 시청률 이상으로 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데, 바로 ‘조회 수’가 기업의 경제  이익과 직 인 

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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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은 VOD(video-on-demand) 조회 수를 근거

로 가격을 책정하고, 고 수익이 조회 수에 따라 결정

된다는 에서 시청자 심도를 ‘조회 수’로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분석 상 로그램의 조회 수의 높고 

낮음을 악하기 해 네이버 TV 캐스트에 올라온 웹 

엔터테인먼트에 한 조회 수를 사  분석한 결과 조회 

수가 100여건에서 400만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상 로그램의 체 조회 수와 평균 

조회 수를 측정했고, 이를 근거로 분석 상 로그램

의 심도를 높고, 낮음으로 분류했다. 

(2) 시청자 호감도 조작적 정의
로그램에 한 시청자 호감도를 로그램 시청 후 

클릭하는 ‘좋아요’ 수로 측정했다. 

그림 1. 시청자 관심도, 호감도 사례

4. 분석 대상 매체 및 프로그램의 화제성 조작적 
정의
로그램의 화제성은 로그램이 언론에 얼마나 많

이 보도되었는지 보도량과 보도 내용으로 측정했다. 시

청자들의 뉴스 소비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

지는 을 고려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된 뉴스를 모두 분

석 상으로 했다. 로그램에 한 뉴스를 네이버 뉴

스 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했다. 

분석 상 체 매체 에서 일간지 3개( 앙, 경향, 

세계), 방송 4개(TV 조선, 채 A, MBN, jtbc), 스포

츠․연  7개(뉴스엔, 더팩트, 디스패치, 스타뉴스, 조

이뉴스24, 헤럴드 POP, OSEN), 경제신문 3개(디지털타

임스, 자신문, 이데일리), 인터넷 신문 2개(쿠키뉴스, 

노컷뉴스) 등 총 19개 매체를 분석 상으로 선택했다.  

언론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는데,  

NodeXL 로그램을 이용해 언론에서 주로 언 한 내용

이 무엇인지, 로그램과 련해서 어떤 을 강조했는

지 악했다. NodeXL 로그램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

용자들 간의 향 계나 비디오, 트윗의 계를 악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는 단어의 심성(centrality) 분

석을 통해 언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혔다. 

5. 이용자의 입소문 유형 조작적 정의
입소문 유형을 밝히기 해 로그램과 련된 트윗

을 분석 상으로 했다. 트윗 에서 로그램을 본 후 

시청 소감이나 의견을 밝힌 것만 최종 으로 선택했다. 

이용자의 입소문을 의견의 다양성과 이용자 연결성

을 기 으로 유형화했다. 의견의 다양성이 높을 경우 

분산 , 낮을 경우 집 으로 구분했다. 의견의 다양성

은 로그램과 련해 여러 개의 이슈가 논의된 것이다. 

[그림 2]는 의견의 다양성이 높음과 낮음을 보여 다.

그림 2. 의견의 다양성 높음, 낮음 조작적 정의

이용자 연결성이 높을 경우 확산형, 낮을 경우 고립

형으로 구분했다. [그림 3]의 왼쪽은 이용자 연결성이 

높은 경우인데, 노드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오른쪽 그림은 노드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

을 보여 다. 

 

그림 3. 이용자 연결성 높음, 낮음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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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웹 엔터테인먼트의 참여  시청 유형과 

로그램의 화제성이 입소문 유형에 미치는 향을 밝히

기 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다. 

1. 연구 문제 1 : 웹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별 시
청 유형 분석 결과

시청 유형을 나 기 해 분석 상 로그램의 시청

자 심도와 호감도를 기 으로 분류했다. 신서유기 23

편,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 16편, f(x)=1cm 10편, 

72 TV 20편의 시청자 심도와 호감도를 분석한 결

과 [표 5]와 같다. 분석 상 상 69개의 조회 수와 좋

아요를 모두 측정했고, 로그램별로 평균을 측정했다. 

체 로그램 조회 수 평균은 453,055로 나타나 45만 

건 이상이면 심도가 높다고 분류했다. 좋아요의 경우 

평균이 845.979로 나타났다. 평균 조회 수가 100만이 넘

은 신서유기의 시청자 심도를 높다고 보았다. 신서유

기의 경우 좋아요 평균도 가장 높아 ‘ 극  여’로 구

분했다. f(x)=1cm의 경우 조회 수 평균이 17만 8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지만, 17만 조회 수를 높다고 분

류할 수 없기에 심도는 낮고 좋아요는 평균 이상으로 

높아 ‘팬덤’으로 보았다. 72 TV와 냉부의 경우 조회 

수 평균이 가장 낮고, 좋아요도 낮아 ‘단순 시청’으로 보

았다. 

[표 4]를 보면, 신서유기의 편당 조회 수는 100만 건

이 넘고, 편당 좋아요도 6천여 건에 달해 이용자들이 

극 으로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X)=1cm의 경우 10편밖에 제작되지 않았지만 편당 조

회 수는 17만 여 건으로 다른 두 로그램에 비해 높았

다. 다음으로 72 TV 7만여 건, 냉부 6만여 건으로비슷

했다. 반면, 신서유기를 제외한 편당 좋아요는 

f(x)=1cm가 가장 높아 걸그룹 f(x)의 팬층이 두텁게 확

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팬층이 형성되지 않은 냉부

와 72  TV는 웹 랫폼에 올라온 로그램을 단순하

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그램

체 
조회 수

편당 
조회 수

체 
좋아요

편당 좋아요
시청 
유형

신서유기
(23편) 34.402,338 1,495,754

(높음) 143,926 6260.696
(높음)

적극
관여

냉장고를
부탁해
(16편)

1,046,272 65,392
(낮음) 1,883 117.687

(낮음)
단순
시청

f(x)=1cm
(10편) 1,787,834 178,783.4

(낮음) 8,627 862.7
(높음) 팬덤

72초TV
(20편) 1,445,869 72,293.4

(낮음) 7,151 357.55
(낮음)

단순 
시청

표 4. 프로그램별 시청 유형 분석 결과

 

본래 시청자 참여 유형별로 한 로그램씩 선택하고

자 했으나 시청자 심이 높으면서 호감도는 낮은 로

그램을 선택할 수 없어 의 네 로그램의 시청 유형

과 로그램의 화제성이 소셜 미디어 상의 입소문과 어

떤 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2. 연구 문제 2 : 웹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화
제성 분석 결과

분석 상 로그램인 신서유기, 냉장고를 부탁해, 

f(x)=1cm, 72 TV 등 네 개 로그램이 언론에 얼마나 

많이 보도되었는지 양  측면에서 보도량을 측정했고, 

질  측면에서 보도의 내용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밝

혔다. 

방송 로그램의 화제성을 양  측면에서 보도량으

로 측정한 결과, 신서유기의 보도량이 3,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를 부탁해 288건, f(x)=1cm 64건, 72

TV 28건으로 나타나 이블 채 이 웹 엔터테인먼트

로 만든 로그램들이 로그램이 방 되기 과 방

되는 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

그램별 보도량을 일별로 분석한 결과, 로그램 방  

당일 보도량이 가장 많아 로그램의 홍보에 언론 보도

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냉부의 경우 

분석 상  유일한 웹 콘텐츠화 로그램인데 웹 콘

텐츠보다 화제성이 높았다. 이 차이는 상 으로 소수 

매니아 층 심의 웹 랫폼에 비해 일반 시청자의 

근성이 높은 종합편성채 에서 방송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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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유형

언론 보도 시기 체 보도량 보도량

신서유기 2015년 9월 4일~10월 2일 3,938건 871건
냉장고를 
부탁해 2016년 1월 4일~1월 25일 288건 288건

f(x)=1cm 2015년 11월9일~11월 23일 64건 64건
72초TV 2015년 5월 11일~6월10일 28건 28건

표 5.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화제성 : 보도량

시청 유형별로 로그램의 화제성을 네트워크 분석

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부분 

정 인 보도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심에 강호동, 

이승기, 이수근이 자리해 언론에서 이들의 출연해 주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호동-퀴즈 허당, 양념치킨, 

옛날식, 이명한PD,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언론에서 강

호동이 신서유기에서 보인 모습을 기사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승기- 기름, 군  언 , 폭소, 돌직구, 담배이

름으로 연결되었고, 이수근-스피드, 몸 개그, 퀴즈, 

주 , 상암동으로 연결되어 이승기와 이수근이 방송에

서 활약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이밖에 신서유기-2500만

뷰, 2시간 만에, 3천 만 뷰 등 신서유기에 한 이용자의 

심을 지속 으로 보도했으며, 나PD가 웹 능시 를 

열었다는 것도 강조했다. 

[표 6]은 언론 보도에 언 된 단어의 심성 분석 결

과이다. 신서유기가 19597.200으로 매개 심성이 가장 

높아 기사에서 신서유기가 다른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

했음을 알 수 있다. 등장 인물로는 이승기가 가장 많이 

언 되었고, 다음으로 강호동, 이수근이 요하게 다

졌다. 이밖에 나PD, 콘텐츠, 인터넷, 새 지평이 높게 나

타나 신서기의 성공에 한 정 인 평가를 했다. 다

음으로 CJ E&M, 조회 수의 매개 심성이 높았는데, 

조회 수에 따른 고 수익과 CJ E&M의 기업 가치에 

한 정  평가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4]와 [표 6]을 통해 신서유기와 련된 언론 보

도에서는 나PD가 제작한 신서유기 내용에 한 보도, 

등장인물이 한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직  시청하지 않

은 시청자들의 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서유기의 조회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

서유기의 성공과 신서유기의 성공이 기업의 가치에 미

치는 향에 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 웹 

랫폼을 통한 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쟁 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언론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신서유기)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신서유기 19597.200 0.002 0.080
이승기 7080.733 0.002 0.028
강호동 6421.167 0.002 0.027
이수근 4443.800 0.001 0.018
나PD 2074.100 0.002 0.021
콘텐츠 2000.500 0.001 0.014
나영석 1784.000 0.001 0.013
인터넷 1707.800 0.001 0.006
CJ E&M 1563.000 0.001 0.010
조회 수 1121.333 0.001 0.015
중국어 942.250 0.001 0.006
새 지평 677.000 0.001 0.002
예능감 627.989 0.001 0.006
웹예능 518.267 0.001 0.001

표 6. 신서유기 언론 보도의 중심성 분석 결과

다음은 냉장고를 부탁해의 언론 보도를 네트워크 분

석한 결과이다. [그림 5]를 보면, 네트워크의 심에 문

채원이 있고, 문채원-냉부해-시청률로 연결되어 문채

원의 등장으로 시청률이 상승했을을 기사화했다. 문채

원-역 , 문채원-자연미인, 몸매 리, 모태미녀, 이상

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문채원-졸업사진-모태우월, 문

채원-청치마-사이로 연결되어 부분의 기사가 냉장고



웹 플랫폼 프로그램 시청 유형․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761

를 부탁해에 출연한 문채원의 외모에 주목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채원-변태성, 문채원-김풍-손 , 문채원-

유니세 -변신, 문채원-맥주-소탈한으로 연결되어 문

채원이 로그램에서 한 행동들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냉장고를 부탁해-문채원 편 련 기사에서는 여배우인 

문채원의 미모와 몸매에 언론이 주목했고, 모태미녀, 청

순 미모, 볼퓸 몸매 등 외모를 묘사하는 형용사를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언론 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냉부)

언론 보도에 한 심성 분석 결과 문채원이 

5701.500으로 가장 높았고, 졸업사진 936.000, 최원석, 

631.500, 맥주 534.500 순으로 높았다. 졸업사진과 련

된 단어로 뚜렷한, 단아한이 자주 등장했고, 맥주는 녹

화  마셨다는 것을 강조하느라 언 되었다. 최 석 

세 의 뒤집었닭을 선택해 기사에서 자주 등장했다. 

[표7]에서 심성이 높은 단어를 보면, 로그램 내용뿐

만 아니라 문채원의 외모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냉

부에 한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여배우의 외모을 

으로 기사화하고, 외모와는 다른 성격을 쟁 화함

으로써 여배우의 이미지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

로 해석된다. 

단어 매개 인 세

문채원 5701.500 0.005 0.108
졸업사진 936.000 0.003 0.019
최현석 631.500 0.003 0.021
맥주 534.500 0.003 0.025
냉부해 477.500 0.003 0.019
유니세프 479.500 0.003 0.022
녹화 중 427.000 0.003 0.024
미카엘 424.000 0.003 0.018
동네, 청치마,김풍 321.000 0.003 0.017

표 7. 냉부 언론 보도의 중심성 분석 결과

f(x)=1cm에 한 언론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

워크의 심에  크리스탈과 f(x)=1cm가 치해 언론에

서 크리스탈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크리스탈-아찔

한-리얼리티-웹 능-f(x), 크리스탈-생애- 첫 소개 , 

크리스탈-에 엑스-걸 그룹으로 연결되어 크리스탈이 

출연한 f(x)의 첫 능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f(x)= 

1cm-걸그룹, f(x)=1cm-서울 생- 표곡, f(x)=1cm-종

-팬들로 연결되어 팬들과의 교감을 강조했다. 네트워

크 아래쪽에는 리얼리티-단독, 리얼리티-한 -몰카, 

리얼리티-웹 능-f(x)-유쿠로 연결되어 f(x)가 출연한 

웹 능의 의미에 주목했다[그림 1]. 

그림 6. 언론 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f(x)=1cm)

언론보도에 한 심성 분석 결과, 크리스탈의 매개 

심성이 1278.000으로 가장 높았고, 에 엑스 1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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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956.000으로 높았다. 이들이 등장한 로그램 제목

인 f(x)=1cm 632.000으로 높았고, 로그램의 주요 구

성인 몰카 349.000이었다. 로그램 내용과 련된 서울

, 럭비부의 심성이 높았고, 제시카, 결혼도 각각 

285.000, 232.000으로 나타나 로그램에서 크리스탈이 

언니인 제시카의 결혼에 해 언 한 내용이 기사화되

었다. 냉장고를 부탁해의 문채원 보도에서와 마찬가지

로 미니원피스, 입고, 드러난, 쭉뻗은 등의 단어를 통해 

크리스탈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했다[표 8]. 

단어 매개 인  세 
크리스탈 1278.000 0.004 0.136
에프엑스 1213.000 0.004 0.096
등장 956.000 0.004 0.034
깜짝 672.000 0.003 0.010
루나 637.000 0.003 0.003
f(x)=1cm 632,000 0.003 0.917
마지막 385.000 0.002 0.000
몰카 349.000 0.002 0.000
미니원피스, 제시카 285.000 0.003 0.040
입고, 결혼 232.000 0.003 0.012
서울대 232.000 0.003 0.010
드러난, 애기, 력비부 177.000 0.003 0.003
종영 177.000 0.002 0.000
생애 120.000 0.004 0.136
완벽 120.000 0.003 0.040
행복한 120.000 0.003 0.013
오오오 120.000 0.002 0.001
쭉뻗은 꺼내자,팬들 120.000 0.002 0.000

표 8. f(x)=1cm 언론 보도의 중심성 분석 결과

그림 7. 언론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72초 TV)

72  TV 련 언론 보도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모바일-콘텐츠, 모바일- 상-뜨자-벤처도-날다, 모바

일-네이버-72 TV로 연결되어 모바일 웹 콘텐츠로서 

72 TV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

에 72 TV의 여주인공인 장희령-청순미모, 장희령-청

순-풋풋한, 장희령-신인배우로 장희령의 외모에 주목

했다.

언론보도에 한 심성 분석 결과, 모바일 781.833으

로 가장 높았고, 드라마 541.000, 72 TV 475.167로 높

아 모바일 드라마가 주목을 받았다. 다음으로 주연 배

우인 장희령 369.167이 높았고, 3주 만에, 조회 수, 돌풍

의 매개 심성이 높아 언론에서 이 드라마의 성공 가

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72 TV는 웹 드라마

로서 성공가능성을 인정받아 시즌 2가 제작되었다. 시

즌 2의 매개 심성이 94.000으로 나타났다. 

단어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모바일 781.833 0.007 0.112
드라마 541.000 0.006 0.057
72초TV 475.167 0.006 0.093
장희령 369.167 0.005 0.068
72초 293.667 0.005 0.022
동영상 판 258.000 0.005 0.038
개편 220.000 0.004 0.013
3주 만에 180.000 0.004 0.007
한 달 180.000 0.004 0.004
이용자 138.500 0.003 0.001
돌풍 138.000 0.005 0.019
누적 138.000 0.004 0.002

표 9. 72초 TV 언론 보도 중심성 분석 결과

지 까지 분석한 시청자 참여유형과 로그램의 화

제성 네트워크 분석에 한 도와 집단화 계수는 [표 

10]과 같다.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와 같이 있을 확률인 

집단화 계수(clustering coefficinet) 계수와 네트워크 내 

체 연결 에서 실제 연결 값을 측정한 것이다. 집단 

화 계수로 노드들이 얼마나 뭉쳐있는지 알 수 있고, 

도(density) 값으로 네트워크에서 단어들이 얼마나 많

이 등장 했는지 알 수 있다. [표 10]을 보면, 냉부의 집

단화 계수가 0.061로 가장 높아 특정 단어들이 같이 등

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f(x)=1cm의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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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0.047로 다음으로 높았다. 도 값은 72  TV가 

가장 높았다. 72  TV 련 보도에서 많은 단어가 등장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내용이 다 지기보다는 핵심 단

어를 심으로 언론 보도가 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로그램 
유형

집단화 계수
(clustering coefficient)

density( 도)

신서유기 0,032 0.0093
냉장고를 부탁해 0,061 0.0185

f(x)=1cm 0,047 0.0252
72초TV 0,033 0.0369

표 10. 프로그램별 언론 보도의 집단화 계수 및 밀도값

3. 연구문제 3-1: 시청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정
보 공유 및 확산 분석 결과: 입소문 유형

이 연구는 웹 랫폼에서 시청자의 시청 유형에 따라 

로그램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상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 알아보기 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소문 유

형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신서유기의 경우 련 

트윗이 1,005개 고, f(x)=1cn 154개, 냉부해 118개, 72

TV 58개로 나타났다. 트윗량은 이용자들이 해당 

로그램에 해 얼마나 많이 언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지 알려 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소문 유

형과도 한 련이 있는데, 구체 인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은 신서유기 트윗에 한 네트워크 분석 결

과이다. 페이지랭크 값을 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 의 쪽에 신서유기 조회 수 4천만 돌 와 

국에서 조회 수 천만 돌 가 언 되었고, 네트워크의 

왼쪽 아래에는 이승기 공식 팬카페가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아래에는 웹기반 콘

텐츠의 성공 가능성이 언 되었다. 네트워크의 오른쪽 

에는 신서유기 꿀잼이라는 트윗이 확산되었다. 신서

유기 조회 수, 성공 가능성, 이승기, 신서유기 재미에 

해 네티즌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서유기 내

용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분산  확산형’으로 보

았다. 

그림 8. 신서유기 입소문 유형: 분삭적 확산형

주요 트윗에 한 심성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

다. 이승기의 팬카페 아이 의 매개 심성이 가장 높

고, 세 심성도 높아 신서유기 련 트윗의 확산에 

가장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방송가의 

시선이 신서유기에 몰린 이유가 주목을 받았고, 한국과 

국의 조회 수 돌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트윗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페이지랭크
이승기 펜카페 

아이렌 26.000 0.100 0.159 3.121
방송가의 시선이 
신서유기에 몰린 

이유
6.000 0.250 0.000 2.378

신서유기 조회 수 
4,600만 돌파 3.000 0.167 0.000 1.227
중국에서도 

qq.com 천만 
조회 수 넘어

3.000 0.333 0.000 1.919

신서유기 꿀잼 0.000 1.000 0.000 1.000

표 11. 신서유기 트윗 중심성 분석 결과

다음은 f(x)=1cm 련 트윗 154개 네트워크 분석 결

과이다. [그림 9]를 보면, 네이버TV 캐스트에서 

f(x)=1cm 고편에 한 트윗이 주를 이루었고, 네트워

크의 왼쪽 윗부분에 걸그룹 웹 능 연일화제라는 내용

이 치했다. 이 로그램에 한 부분의 트윗이 

로그램 고를 소개하는 것에 그쳐 의견의 다양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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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트윗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림 9]에서 보

듯이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활발해 ‘집  확산형’으

로 보았다. 

그림 9. f(x)=1cm 입소문 유형: 집중적 확산형

고 편 련 트윗의 심성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여러 고 편 에서 서울 편과 유학생 편이 이

용자들 간에 많이 언 되었고, 고편이 아닌 트윗 

에서는 걸그룹 능 연일 화제의 매개 심성이 10.000

으로 높았다. 

트윗
매개
심성

인  
심성

세
심성

페이지
랭크

Ep.06 서울대 편 2부‘f(x)=1cm’ 11.000 0.125 0.135 2.110
걸그룹 f(x)표 웹 예능 ‘f(x)=1cm’
연일화제 10.000 0.200 0.000 2.838
예고편 f(x)가 내 눈앞에 나타났
다!(출처:초근접 밀착 몰카) 5.000 0.200 0.000 1.788
Ep.07 유학생 편 1부 ‘f(x)=1cm’ 3.000 0.167 0.000 1.459

표 12. f(x)=1cm 트윗 중심성 분석 결과

냉장고를 부탁해와 72 TV의 경우 각각 118개와 58

개의 트윗이 검색되었다. 트윗의 양이 많지 않았고, 네

트워크 분석 결과 [그림 10]과 같이 나타났다. 로그램

과 련된 트윗의 심성 분석 결과 거의 차이가 없이 

0.000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의 상호작용도 활발하지 않

아 ‘집  고립형’으로 보았다. 집  고립형은 개개

인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공유되지 않고, 소

수의 이용자들에게만 달되는 것이다. 냉부해 련 트

윗은 문채원이 냉부해에 나온다는 내용과 문채원 쁘

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문채원의 행동에 한 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심성은 낮아 여러 이슈가 논

의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72  TV의 경우 모바일드라

마, 72 TV 드라마 시즌1 마지막 회라는 의견과 감각

인 사와 구성, 기막힌 편집을 언 한 의견 등 다양

한 내용이 언 되었다. 하지만, 트윗 수가 고, 상호작

용이 없어 집  고립형으로 보았다.

그림 10. 냉부, 72초 TV 입소문 유형: 집중적 고립형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표 13]과 같다. 시청 

유형이 ‘ 극  여’인 경우, 입소문 유형은 분산  확

산형으로 나타났다. 극  여의 경우 입소문이 나면

서 이용자들이 해당 로그램에 해 소셜미디어를 통

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도

는 높지만 호감도는 낮은 ‘팬덤’의 경우 집  확산형

이 나타나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활발하지만 많은 주제

가 언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시도와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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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은 ‘단순 시청’의 경우 입소문 유형도 집  고

립형으로 나타나 로그램에 한 많은 의견이 교환되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시청 유형 입소문 유형

적극적 관여(신서유기) 분산적 확산형
팬덤(f(x)=qcm) 집중적 확산형
소극적 관여(해당 없음) -
단순 시청(냉부해, 72초TV) 집중적 고립형

표 13. 시청 유형별 프로그램의 화제성 및 입소문 유형 분석
결과

4. 연구문제 3-2: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프로그램 
입소문 유형의 관계 분석 결과
로그램의 화제성과 입소문 유형의 계를 분석한 

결과 로그래의 화제성이 높을 경우 이용자의 상호작

용이 활발한 확산형이 나타났고, 로그램 화제성이 낮

을 경우 고립형이 나타나 언론 보도가 이용자들의 로

그램에 한 상호작용에는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로그램의 화제성 입소문 유형

높음
신서유기(3,938건) 분산적 확산형
냉부해(288건) 집중적 확산형

낮음 f(x)=1cm(64건) 집중적 고립형72초TV(28건)

표 14.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입소문 유형의 관계

V. 결 론

이 연구는 웹 기반 엔터테인먼트로서 주목할 만한 성

공을 거둔 신서유기 로그램을 계기로 웹 기반 로그

램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향후 새로운 랫폼

으로써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웹 기반 

로그램의 경우 성공을 가늠할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 연구는 웹 기반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요인

으로 로그램 스토리, 등장인물, 구성 등 로그램의 

내  요인과 로그램 홍보 등 외  요인으로 보고 웹 

기반 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용자의 시청 특성에 주목

했다. 로그램에 한 심도와 호감도를 기 으로 ‘참

여  시청 유형’을 구분하고, 참여  시청 유형과 기업

의 경제  가치  입소문 유형의 계를 분석했다. 다

음으로 웹 기반 로그램의 특성 상 심이 있는 시청

자가 아니면 로그램을 알기 어렵기에 언론을 통한 화

제성이 요하다고 보고 로그램의 화제성이 로그

램에 한 정보의 확산에 미치는 향을 분석 했다. 

연구 결과 참여  시청 유형  조회 수로 측정한 시

청자의 심도는 로그램에 한 정보의 확산에 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심도가 높을 경우 

이용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가져와 확산형 입소

문 유형을 나타냈다. 웹 기반 로그램 제작사는 로

그램의 성공을 해 무엇보다 조회 수를 높이는 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회 수를 높이기 해서는 신서유

기의 성공에서 보듯이 로그램의 내  요인이 요하

다. 이용자들이 익숙한 등장인물과 스토리, 참신한 기

획, 국 시청자들의 동질감을 얻을 수 있는 요인들이 

요구된다. 신서유기의 경우 국을 배경으로 한  시청

자에게 익숙한 손오공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했고, 

국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소개했다. 특히, 1박2일

로 친숙한 등장인물이 그 로 등장해 이용자들은 더욱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 폭발 인 조회 수는 신서유기 

제작사인 CJ E&M의 경제  가치를 높이는데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논의할 로그램의 화제

성에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웹 콘텐츠 제작사로서 CJ 

E&M의 기업 망을 정 으로 본 기사가 상당히 많

았기 때문이다. 

리즘 측면에서 로그램의 화제성의 내용을 살

펴보면, 신서유기를 제외한 로그램을 기사화할 때 언

론은 주로 출연 여배우의 외목에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냉장고의 부탁해의 문채원, f(x)의 크리스탈, 72

TV의 여주인공 장희령을 기사화 할 때 ‘쭉 뻗은, 청치

마 사이로 드러난, 모태미녀, 청순, 가련한, 몸매 리, 

완벽한’ 등 외모를 묘사하는 형용사를 주로 사용했다. 

로그램 내에서 여배우의 역할이나 연기력 등을 언

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워 여자 연 인을 보는 사회의 

시각을 언론이 외모 지상주의로 틀짓기 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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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간혹 72 TV의 경우 웹 드라마의 성공 가능

성을 볼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부분 등장 여배

우의 미모에 집 했다는 것은 언론의 사회  기능 측면

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청 유형과 입소문 유형의 계를 보면, 심도가 

높은 ‘ 극  여’일 경우 분산  확산형과 집  확

산형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극 으로 

여할수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된

다고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환되는 의견은 

로그램에 한 정 인 의견이 부분이므로 이용

자들이 특정 로그램에 해 많이 언 할수록 제작사

에게는 정 으로 작용할 것이다. 

로그램의 화제성이 높은 신서유기와 f(x)=1cm 의 

경우 확산형 입소문 유형이 나타나 이용자들 간의 활발

한 상호작용에는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웹 기반 엔터테인먼트에 한 언론 보도가 리즘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용자들이 로그램에 심

을 갖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는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시청 유형  로그램 심도는 정보가 

확산되는 입소문 유형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 극  여’와 ‘팬덤’ 로그램의 경우 제작사 입

장에서는 로그램에 해 정 인 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램의 화제성은 이용자들의 입소문 유형

에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진 만큼 제작사는 언론

을 통해 로그램이 주목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는 인터넷의 웹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요인을 

로그램 내  요인이 아닌 시청자 측면과 언론 측면에

서 찾아보고, 로그램 성공과의 계를 알아보고자 했

다. 웹 기반 로그램은 이용자들이 단순히 시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극 으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시청을 하

는 상황을 고려해 시청자 측면에서의 참여 유형에 따라 

로그램을 구분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지상  로그램이 시청률로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

과 달리 웹 기반 콘텐츠의 경우 조회 수만으로 로그

램의 성공을 측할 수 없다. 웹 랫폼 심의 변화된 

시청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시청 행 를 유형화하고 웹 

로그램에 한 정보 공유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규명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시청자들이 단순히 로그램만 시청하는데 그

치지 않고, 좋아요를 표 하는 등 극 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해 시청자의 능동성이 어떻게 다양

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둘째, 웹 로그램의 성공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입소문이 요한데, 이 연구는 이

용자들이 로그램 정보를 얼마나 공유하고 확산시키

는지 트윗에 한 내용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셋째, 소

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확산에 이용자의 능동성과 언

론 보도가 어떤 향을 미치는지 계를 살펴 으로써 

웹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요인을 로그램 외  측면에

서 설명하고자 했다. 결론 으로 이 연구는 멀티 랫폼 

시 에 시청자의 능동  시청이 로그램에 한 정보

의 확산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로그램 제작자가 웹 랫폼에서 로그램의 성공을 

측할 수 있는 요인을 제안했다. 학문 으로 커뮤니 이

션 기술이 발달하면서 TV 시청 환경과 방식이 변화한 

것을 실증 으로 규명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를 제시해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로그램의 심도와 호감도를 기

으로 웹 엔터테인먼트의 시청 유형을 분류했는데, 심

도가 높으면서 호감도가 낮은 로그램을 선정하지 못

했다. 각 유형에 맞는 로그램을 선택했다면 이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용했을 것이다. 

둘째, 분석 상을 선정할 때 시청 유형에 해당하는 

로그램을 한 개씩 선택해서 화제성과 입소문 유형 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향후 모집

단 체를 상으로 각 요인을 수치화해서 회귀분석 하

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분석 로그램의 방 횟수가 다른 상황에서 

체 조회 수를 비교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물론, 편당 

조회 수를 비교했지만, 10편에서부터 23편까지 차이가 

있는 로그램의 조회 수를 비교하고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웹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요인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시청자 측면, 언론 측면 외에  로그램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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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신서유기 같이 로그램의 제작

자, 등장인물의 명성이나 근 성이 로그램의 화제

성과 정보 공유  확산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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