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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의학드라마의 시청자
반응 연구-<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중심으로-

Pandemics Era, A Study one the Viewers’ Responses of Medical 
Drama through Text Mining.

-Focused on <Wise Life as a Doctor>-

안성훈* 오세종** 정달영***

Ahn Sunghun* Oh SeJong** Jeong Dalyoung***

요 약 의학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사람’ 중심의 스토리로 전개되어 시청자의 공감대를 높였다. 드라마의 스

토리는 의사, 환자, 가족들의 진정한 삶의 이야기이다. 또한 ‘평범한 우리들의 조금 특별한 매일’을 떠오르게 하는 이

야기이다. 그리고 드라마 5명 캐릭터가 직접 연주하고 불렀던 노래는 향수를 자극하고, 몰입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최고시청률 14.1%를 달성했으며, 블로그만 51,584건이 등록되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관어는 ‘슬기로운

OST’, ‘앨범명’, ‘아티스트명’, ‘2시간 연속재생’, ‘음원’, ‘리메이크’, ‘OST 공개’, ‘슬기의사생활 전곡방송본’, ‘광고수익’,

‘신청곡’, ‘플레이리스트’, ‘아로하’, ‘조정석’이 추출되었다. 의학드라마의 상품화는 ‘드라마 OST 앨범 판매’, ‘온라인 라

이브 콘서트 주최(광고 PPL)’, ‘피아노 악보 출간’, ‘사람 중심의 사진전’, ‘드라마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뮤직 비디오

제작’, ‘유튜브 업로드 수익’, ‘마스크’, ‘소독제’가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2>에서는 코로나19에 발생한 감동적인 사

연과 매력적인 인간미가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한다. 연구의 한계점은 장르별 다양한 작품의 분석과 업종

에 따른 소비자 가치 분석 시도가 필요하겠다.

주요어 : 의학드라마, OST, 시청자 반응,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Abstract The medical drama <Wise Life of a Doctor> has developed into a story centered on 'people', raising 
viewers' sympathy. The story of the drama is the true life story of doctors, patients and families. It is also a 
story that reminds me of 'a little special day of our ordinary people‘. And the song played and sung by five 
characters in the drama became a factor that stimulates nostalgia and increases immersion. The highest viewer 
rating was 14.1%, and 51,584 blogs alone were registered. According to the big data analysis, the related words 
were ‘Wise OST’, ‘Album Name’, ‘Artist Name’, ‘Two Hours in a row’, ‘Record’, ‘Remake’, ‘OST Revealed’, 
‘Advertisement Revenue’, ‘Playlist’, ‘Aroha’ and ‘Cho Jung-seok’.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dramas 
includes ‘Sales of Drama OST Albums’, ‘Organizing Online Live Concerts (PPL in Advertising)’, ‘Publishing 
Piano Music’, ‘Picture of People-Oriented Photography’, ‘Making Music Video Editing Drama Highlight’,  
‘YouTube Upload Profits’, ‘Mask’ and ‘Disinfectant’. <Wise Life as a Doctor2> it is predicted that the touching 
story of Corona 19 and the charming humanity will unfold.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ill require analysis 
of various works by genre and attempts to analyze consumer values by industry.

Key words :  Medical Drama, OST, Viewer’s Responses, Bigdata, Text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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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 시대에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 소재가 코로나19를 극복하

는 이야기, 팬데믹의 미래 예측, 의사들의 감동 이야기

등 다양한 코로나 관련 영화와 드라마 소재가 쏟아져나

오고 있다. 특히,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평범한 삶의 이야기이다. 가볍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묵직하게 채워 줄 감동이 아닌 공감의 이야기를 전달하

고 있다. 즉,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드라마 OST는 팬

덤(fandom)을 형성시키고, 2차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인

이 된다. 특히, 기업의 팬덤은 충성 고객에게 브랜드 콘

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기업의 철학이나 마케팅을 전달

한다. 팬덤은 일반 서포터즈와 다르게 기업에게 실질적

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원군이 되기도 한다.

사전연구로는 웹드라마의 등장과 한국 포털의 대응

전략(김동하·남정숙, 2015), 한국 웹콘텐츠의 동향 및

유형 연구(한혜원·김유나, 2015), 웹드라마와 TV드라마

에 관한 비교 연구(양운운, 2015), 스낵 컬쳐 기반의 기

업의 문화 브랜딩 전략 연구(이영준, 2015) 등으로 동향

및 시장 현황의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다.

팬데믹 현상으로 ‘Medical’ 관련 키워드 검색과 사용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의료, 기술, 헬스케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소셜네트워크의 사용자는 정서적인 불안감

을 표현하는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것을 예측했다.

관련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Medical’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Figure 1. ‘Medical’ Keyword Bigdata Analysis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의학드라

마의 시청자 반응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

화소비자들의 표본 모수를 수집하고, ‘키워드와 이미지’

로 표현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다. 빅데이

터 기법 중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통해 시청자

의 반응을 분석할 것이다.

Ⅱ. 고객경험을 통한 시청자 가치와 분석

1. 시청자의 고객 체험

고객 체험은 기업 활동의 용이성 증대, 기업 이미지

제고, 투자 유치 가능성, 가격 프리미엄 획득, 고객 유

지, 매출 증대, 기업 인지도 제고에 영향을 준다[1]. 기

업의 가치전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고객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공적인 팬덤 문화는 브랜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듯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높은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팬덤은 충성

고객으로 브랜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기업의 철학

이나 마케팅을 전파한다. 충성 고객은 서포터즈와 다르

게 기업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원군이 되

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BTS)의 구글 쇼핑

인기 검색어에서 ‘bts merchandise’, ‘bts shirt’, ‘bts

phone case’, ‘bts hoodie’ 등 나타났듯이 BTS 팬클럽

아미(ARMY)가 방탄소년단의 굿즈 아이디어를 기획하

고 제작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굿즈 상품을 제작한다면 브랜드 가치와 판매량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했다[2].

2. 빅데이터를 통한 소셜미디어 시청자 가치 분석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의견·생각·경험·관점 등

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

을 말한다. 공유 콘텐츠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지니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턴트 메신저, 팟캐스트 등이 대표적이다[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SNS를 활용해

고객의 행동 맥락과 감정상태까지 파악 할 수 있을 것

인가? 구글은 어떻게 신종 플루의 발병을 예측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

(Big Data)이다. 데이터는 우리 일상생활과 언제나 같

이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을 읽고, 접하고 느끼는 것

도 모두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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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사

이트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

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 Inc.)는 빅데이터를

‘3V’라고 정의하며,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

(Variety)으로 구분했다[4].

빅데이터의 분석개념은 데이터의 형태 및 입력항목,

출력 결과물 및 공현 내용으로 구분하여 외부/내부 데

이터를 구분한다. 외부 데이터는 페이스북, 트위터, 웹,

카페, 블로그, SNS 네트워크 등이 있다. 내부 데이터는

거래 로그, 문서, 텍스트, 음성 등이 있다. 외부/내부 데

이터는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다. 신제품 기획안, 고객불만 감축, 운영업무 효율

화, 보안정책 수립,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로 가

공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 신제품 고객 반응,

고객불만 유형 정보 분류, 마케팅 기획 및 영업 활동계

획의 수립, 가치 및 수익 창출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기반 파일에서 유용한 정보

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며 핵심 문구, 개념 등을 추출하

여 여러 텍스트 문서를 분석하고, 수치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개념,

핵심어구, 이름, 주소 이름 등의 중복되는 단어를 추출

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다[5]. 즉, 텍스트에 나타

난 단어를 분해하고, 특정 단어의 출현빈도, 동시출현

빈도를 파악하여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

법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방대한 텍스트

들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다른 정보와

의 연결성을 파악하여, 텍스트가 가진 카테고리를 찾아

내는 등 단순한 정보 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6]. 예를 들면, 웹 리얼 버라이어티 ‘신서유기’

의 시청자 반응과 성공 요인 분석[7], 신화 소재의 브랜

드 나이키의 연관분석이 있다[8].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결과값을 시각화

(Visualization)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기법

을 사용하였다. 사전적 의미의 워드 클라우드는 ‘글에서

언급된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보이게 만드

는 기법’으로 핵심 단어의 언급 횟수가 많을수록 크기

가 더 커지며, 이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

이터함에 있어서 데이터의 특징을 시각화하는데 유용

하다.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데이터 크롤링과 필터

링을 진행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다. 추출된 데이터는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한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추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빅데이터 진행순서
Figure 2. .Bigdata Framework

Ⅲ. 사례 연구

빅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드라마 <슬기

로운 의사생활>의 시청률은 1회 6.3% 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마지막 12회는 최고 14.1%를 달성했다.

그림 3. 의학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Figure 3. Medical Drama <Wise Life as a Doctor>

빅데이터 솔루션 텍스톰 3.0에 의하면, 의학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연관어는 ‘슬기로운OST’, ‘앨범

명’, ‘아티스트명’, ‘2시간 연속재생’, ‘음원’, ‘리메이크’,

‘OST 공개’, ‘슬기의사생활전곡방송본’, ‘광고수익’, ‘신

청곡’, ‘플레이리스트’, ‘아로하’, ‘조정석’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키워드는 문화소비자의 가치 요소를 의미하며

관련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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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소비자의 가치 요소
Table 1. Value Factors of Culture Consumers

키워드 키워드
슬기로운 OST 리메이크
앨범명 OST공재

아티스트명 슬기의사생활전곡방송본
2시가나 연속재생 광고수익

음원 플레이리스트

시청자들은 드라마 OST중 출연진이 부른 노래와 제

목을 검색했다. 음악 차트 멜론에서 2위 아로하, 3위 사

랑하게 될 줄 알았어, 9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시켜

줘 등 100위 안에 9개가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슬기로운 의사생활> 개체인식
Figure 4. <Wise Life as a Doctor> Object Recognition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아로하(조정석, 1,214

만),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677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레드벨벳의 조이, 562만), 너에게 난, 나에게

넌(미도와 파라솔, 562만), 화려하지 않는 고백(규현,

366만)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유튜브와 연관성

이 높은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슬기로운 의사생활> 키워드
Figure 5. <Wise Life as a Doctor> Keyword

K-Pop아이돌 가수의 드라마OST 참여와 과거 인기

곡을 리메이크하여 드라마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드라마 OST의 수익 모델은 드라마 OST 앨범

판매,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주최(광고 PPL), 피아노

악보 출간, 드라마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뮤직 비디오

제작과 유튜브 업로드가 필요하다[9]. 드라마의 시청자

가 늘어나면서 ‘슬기’라는 키워드가 ‘의사생활’, ‘의사’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관련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슬기로운 의사생활> 키워드2
Figure 6. <Wise Life as a Doctor> Keyword2

‘슬기’, ‘의사생활’, ‘2020’, ‘OST’, ‘tvN’, ‘조정석’, ‘1, 2,

3’ 등 OST의 곡들을 찾아서 듣는 경우가 많다. ‘호감슬

기’, ‘OST 트랙’, ‘급상승’, ‘연출’, ‘극본’, ‘병원소개’, ‘병

원소식’ 등이 추출되었다.

유사 드라마 ’사이코 괜찮아‘가 경쟁 드라마로 추출

되었으며, 유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트워크
Figure 7. <Wise Life as a Doct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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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의학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병원에서 소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사람’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의사, 환자, 가족들의 삶이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5명의 캐릭터는 환상적인 시너지

와 빈틈없는 티키타카 대화로 현실감을 극대화했다. 또

한 과거로 여행을 떠난 듯 극의 몰입을 높이는 추억의

노래이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곡들은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면서 음원 차트 상위권을 달성했다.

의학드라마의 상품화는 ‘드라마 OST 앨범 판매’, ‘온

라인 라이브 콘서트 주최(광고 PPL)’, ‘피아노 악보 출

간’, ’사람 중심의 사진전‘, 드라마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뮤직 비디오 제작’, ‘유튜브 업로드 수익’, ‘마스크’, ‘소독

제’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소셜미디어

매체마다 소비자의 연관어와 감정어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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