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8 : 1567~1574 Aug. 2017

비정형데이터 수집을 통한 드라마 시청률 연관어 분석

강선경1 · 이현창2 · 신성윤3*

Analysis of drama viewership related words through unstructured data 
collection

Sun-Kyoung Kang1 · Hyun-Chang Lee2 · Seong-Yoon Shin3*

1Department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54538, South Korea 
2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Engineering, Wonkwang University, Iksan, 54538, South Korea
3*School of Computer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4150, South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어  분석을 위해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정형화된 데이터 수집은 각 방송사의 드라마정보, 인물정보, 방송정보, 시청률정보라는 4가지 

영역에서 총 19가지항목을 수집하였다. 비정형데이터는 각 방송사에서 드라마별로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과 방영전 

블로그와 방영후 블로그로부터 크롤링기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형데이터로부터  각 방송사별 4가지

영역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방송사별 서로 유사한 결과 값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각 방송사의 드라마별 게

시판과 블로그에서 수집된 비정형데이터로부터 출현빈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련 연관어를 7개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관어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tereotyped and non - stereotyped data in order to analyze the drama 's ratings. The 
formalized data collection collected 19 items from the four areas of drama information, person information, 
broadcasting information, and audience rating information of each broadcasting company. Atyp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bulletin boards, pre - broadcast blogs and post - broadcast blogs operated by each broadcasting company 
using a crawling techniqu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four areas for each broadcaster 
from the collected regular data, the results were similar to each other. And we derived seven related words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of occurrence frequencies from unstructured data collected from bulletin boards and blogs of each 
broadcasting company. The derived associations were obtained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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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이나 정부 그리

고 민간들간의 어떠한 방향제시나 융합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예측기술들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트

랜드나 좋아하는 연예인, 노래, 영화, 드라마, 등을 미리 

분석하여 예측하려고 하는 노력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모바일의 확산과 더불

어 정형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화

된 자료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고, 많은 정보가 

전달 및 공유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SNS 매채들로부터 정보가 생산

되고  배포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자료나 정보들로

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이

를 사용하여 개인화되어가는 현실생활에 좀 더 나은 방

향을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활용해 나가려는 추세이다. 

SNS로부터 수집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

여 대중의 집단지성에 표출된 일반적인 감정이나 선호

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려는 현상이 많다 

[2, 3]. SNS의 데이터에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생각들을 

답고 있어 이에 대한 텍스트(Text mining), 감성분석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마이님은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에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텍스트에 표함된 단어들을 분석하여 단어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이

라 할 수 있다. 뉴스, 트위터, 블로그, 게시판, facebook

등 텍스트로 구성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

법들 중의 하나인 감성분석은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의 한 종류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 사람

들 사이에 공유되는 트위터, 블로그, 인터넷 포털에 게

시된 글 등의 감성을 분석해 텍스트가 글의 주제에 대

해 가지고 있는 감성이 긍정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 분

석해 내는 기법이다[4, 5]. 이렇게 분석된 연관어는 많

은 분야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 중 인기 있는 드라마

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패션 스타일, 가전제품, 출연배

우 등이 시청자의 정서나 생활, 그리고 드라마 상영 중 

간접 광고로 인한 수익창출 및 시청자들의 소비패턴 등

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로인해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 사회적, 문화적, 경

제적 변화 요인으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드라마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연관어를 찾아내어 분석하고자 한

다[1, 2].

Ⅱ.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시청

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어분석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4]

2.1. 데이터 서술 분석 기법

서술 분석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현재의 상황

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

한 분석방법론이다. 과거 또는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거나, 지금 일어

나는 현상에 대한 요인 또는 일어날 징후를 찾아서 보

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술 분석을 위해

서는 전통적인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이는 특정 대상을 분석하기 위함보다는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대상들의 관계를 발견하거나 

이들 서로간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도출하고

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서술 분석의 종류에는 연관성분석(Association 

Analysis), 집단 그룹핑(Grouping)을 위한 클러스터링

(Clustering), 범주분류(Classification of Category) 등의 

기법들이 있다.

2.2. 데이터 예측 분석 기법

예측 분석이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

해 기존에 일어났던 현상이나 현재의 사실들을 분석

하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 모델링,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을 모두 일컫는 분석 

방법론이다.  서술 분석방법과의 다른 부분은 예측분석

은 명확한 예측할 대상에 대한 변수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 변수를 결정하며, 예측대상 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

이다. 예측분석 기법은 기존의 통계적 기법과 기계 학

습적 기법으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통계적 기법의 종류

에는 선형회기분석(Linear Regression model), 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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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분석(Logistic Regression),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등의 분석기법이 존재하며, 기계학습 기법

에는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 신경망(Neural 

networks),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s), 베이

지안 빌리브 네트워크(BBN : Bayesian Belief Network) 

등의 분석 기법이 있다. 

2.3. 데이터 최적화 분석 기법

최적화 분석기법은 다른 표현으로 처방분석

(Prescriptive Analytics)이라 하며, 보통예측분석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대안 중 

최적의 의사결정에 대한 제안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및 

활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어떠한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기업과 조직에서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산출하기 위해 수행해야 될 방법 중의 하나로써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결과값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변수와 제약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이들 예측과 의사결정에 대

한 최적화를 추구하고자하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이다. 

Ⅲ. 데이터 수집 

3.1. 정형데이터  수집 방법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 시청률과 관련된 연관어 분석

을 위해 그림1과 같이 드라마 정보, 인물정보, 방송정보, 

시청률 정보라는 큰 분류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으

며, 이 4가지 영역에 세부 항목으로 드라마명, 장르, 관

람등급, 총횟수, 주인공_남, 주인공_여, 조연1, 조연2, 

방송사, 방송기간, 첫회시청률, 방영요일, 방영기간, 방

송사, 연출가, 극본, 방영개월 수 등 16가지 정형데이터

에서 획득될 수 있는 자료 내용목록과 게시판데이터, 

방영전블로그, 방영 후 블로그 의 데이터관련 비정형 

데이터 수집 목록을 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정형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표방송 KBS, 

MBC, SBS 3사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되었

던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을 닐슨코리아와 TNMS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정보를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데이

터 목록에 입력하여 의미 있는 정보화 작업을 수행하였

다. 정형데이터 확보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정확하

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형데이터의 장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런 정형데이터만으로는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미래를 예측해 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비

정형화 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해 내

느냐가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라 하겠다[6-8].

Fig. 1 Collection of drama information list

3.2. 비정형데이터  수집 방법

비정형 데이터 수집은 대표방송 KBS, MBC, SBS 3

사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되고 되었던 드라

마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게시판의 시청자 의견 내용

과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 블로그의 내용 및 개수 그리

고 드라마 시작 후 블루고의 내용 및 개수에 대해 수집

하였다.  연관어 분석을 위해 첫 번째 Twitter의 데이터

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중 Facebook은 사용자 본인과 친구 관계

에서 내용 검색이 가능하여 자료 수집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Twitter의 수집 방법으로는 Twitter에 별도 

개발 계정을 등록하고 R package인 twitterR를 사용하

여 Twitter검색 API(searchTwitter)를 통해 검색 및 데이

터 내용을 저장하였다.  두 번째 NAVER 블로그 크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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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NAVER 블로그 크롤

링을 위한 주소 쿼리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Fig. 2 NAVER Address query for crawling blogs

NAVER 블로그 내용과 댓글 크롤링을 통해 단어 빈

도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도 실시하여 데이터화 작업 

후 저장하였다. 또한 각 드라마 방영전 1주일과 방영 후 

1주일에 만들어진 블로그의 숫자도 데이터 작업 후 저

장하였다.  셋째 각 방송사별 상영 드라마 게시판의 내

용을 크롤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코딩 문제에 따

른 OS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httr패키지는 웹페

이지 파싱을 통해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 

html()함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html()함수는 

MAC, LINUX에서는 사용가능하나 Window에서는 작

동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indow에 적합한 함수인 content(GET())

함수를 사용하여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을 크롤링하였

다. 그림 3에서는 시청자 게시판 크롤링 쿼리를 보여주

고 있다. 

Fig. 3 Address Query for viewers board Crawl

Ⅳ. 데이터 분석

4.1. 카이제곱검정

본 논문에서는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여 각 방송 3

사별 드라마 정보 분류에 따른 데이터 결과 값이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

으로 사용하였다. 

카이제곱검정은 카이제곱 분포에 기초한 통계적 방

법으로,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의미 있게 다

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증방법이다. 

수집한 자료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특히 명목척도 

자료의 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아

래 식1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검증 유형으로는 변

인의 분포가 이항분포나 정규분포와 동일하다라는 가

설을 설정하여 어떤 모집단의 표본이 그 모집단을 대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동질성 검증과 변

인이 두 개 이상일 때 사용되는 기대빈도가 두 변인이 

서로 상관이 없고 독립적이라고 기대하고 관찰빈도와

의 차이를 통해 기대빈도의 진위여부를 밝히는 독립성 

검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질성 검증 방법을 사용

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Exp
  Exp

        (1)

본 논문에서는 각 방송사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

집된 데이터로부터 그림4와 같이 방송사별 드라마 방영

시간대, 방영시작시기, 장르, 방영요일이라는 4개의 중

분류를 두고 각 항목에 아침, 저녁, 심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멜로, 가정, 사극, 기타, 일일, 월화, 수목, 주말이

라는 소분류로 나누어 데이터를 정렬해 보았다.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 값을 가지고 3개 방송사 간 특성을 카이

제곱검정 방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그림5와 같이 서

로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Broadcasters comparison betwee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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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alysis using chi-square

4.2. 드라마 시청률과 블로그 관계 분석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연관어를 분석하는 과

정에서 시청률과 블로그와의 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블로그에 나오는  관련 단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청률이 좋은 드라마의 블로그의 개수 증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드라마의 승패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첫 회 시

청률, 드라마 시청률, 방영 전 1주일 블로그 수, 첫 방영 

후 1주일간 블로그 수, 방영개월 수로 구분하여 각 방송

사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알아보았다. 그림 6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시청률은 첫 회 시청률 보다 3사 모

두 약 5% 상승하였고, 블로그 수는 방영전 블로그 수의 

약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6 First time viewership and blog relation

이는 드라마의 시청률에 블로그의 내용이 영향을 미

치며, 이에 따라 시청률 변화에 따라서 블로그의 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개 방송사 모두 방송전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드라

마의 시청률이 방송 후 시청률 보다 대부분 상승하였

으며,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블로그의 개수와 댓글의 

개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NS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드라마의 시청률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7에서 보는 

것과 같이 KBS, MBC, SBS 방송사의 드라마 시청률과 

블로그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각각의 방송사

별 시청률의 %는 값은 다르지만, 그래프의 기울기 차

이를 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Relationship between drama viewership and blog 
number

4.3. 비정형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방송사마다 드라마 게시판의 글과 SNS의 대표인 

Twitter의 글, 해당 드라마의 블로그의 내용과 댓글 등

으로부터 수집된 비정형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

를 발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덱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텍스트 분석과 비슷하게 일컬어지는데,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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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로 쓰인 비정형 텍스트에서 자연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연계성 파악, 분

류 또는 군집화, 요약 등 빅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의

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 할 

수 있다[9,10].

KBS, MBC, SBS 3사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비

정형데이터 수집 자료로부터 R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

이닝을 실시한 후 문서의 키워드, 개념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

는 워드 클라우드를 실시하여 그림 8과  같이 이미지화 

된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림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엄

마, 여자, 작가, 이혼, 사람, 아침, 내용 등과 같은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드라마의 어휘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모든 드

라마에서 공통으로 출현되는 어휘만을 추출하여 어휘 

출현빈도와 시청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9

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관어를 도출하기 

위해 연관어들의 군집화와 요인화 작업을 실시하여 결

과를 도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온 결과 값으로는 방

송, 시청자, 내용, 아이, 부탁, 여자, 사랑 이라는 총 7개

의 연관어가 드라마의 시청률과 관련 있는 단어라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관심 있는 드라마 관련 단어들은 3개의 방송사

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속에 7개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 가 있다라는 결론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드라마의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

관어를  분석하기 위해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데이터 수집은 KBS, MBC, SBS 3사에서 2015년

부터 2016년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으

로 정형화된 데이터 수집은 각 방송사의 드라마정보, 

인물정보, 방송정보, 시청률정보라는 4가지 영역에서 

총 19가지항목을 수집하였으며, 비정형데이터는 각 방

Fig. 8 Word cloud result image

Fig. 9 Result of drama audience ra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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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에서 드라마별로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과 방영전 

블로그와 방영후 블로그, 해당 드라마 Twitter의 댓글로

부터 크롤링기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형

데이터로부터  각 방송사별 4가지영역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방송사별 서로 유사한 결과 값을 보이고 

있었다. 각 방송사의 드라마별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수

집된 비정형데이터로부터 출현빈도와 시청률과의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관련 연관어를 최종 7개 도출하였다.  

앞으로 이렇게 도출된 7개의 연관어는 드라마 시청률를 

예측하기 위한 감성분석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시청률 예측 분석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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