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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방송용 16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 한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는 최소 수십 억 원에서 최근에는 수백 억 원까지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큰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 비해 그 효과 예측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제작비에서도 주요 출연진, 제작진 인건비 
비중이 크지만 아직까지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합리적
인 평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용 드라마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지표
는 여전히 시청률이다. 하지만 최근 TV가 아닌 스마트폰
과 같은 매체를 통한 시청이 늘어나고 있어 TV 시청률 
절대 수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
의 시청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4]

▶▶ 그림 1. 연간 지상파 채널 시청률 추이 (수도권) 

  그런데 같은 기간 지상파 방송사의 TV 방송사업 매출
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5] 이 사실은 지상파 TV 
방송사업 시장은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시청률 절대 수
치의 의미가 적어지고 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우
위가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용 드라마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평가지표와 시청률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드라마의 상
대적 흥행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
써 개별 콘텐츠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산업의 발
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목표

  특정 방송 시간대에 여러 TV 드라마가 동시에 방송되
고 있다면, 각 2개 드라마씩 뽑아 서로 시청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비교 결과 2개 중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상대 드라마에 대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회당 제작비가 높아 상품성이 좋은 지
상파 3사(KBS, MBC, SBS)의 월-목 밤 10시-11시 방송 
드라마에 대해 ‘비교 우위’를 예측하려고 한다. 특히 기존 
연구[1]에서 예측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각 드라마의 첫 회 시청률에 대해 ‘비교 우위’를 예측해 
본다.

2. 분석 자료

2.1 자료 개요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BS, MBC, SBS 월-
목 밤 10시-11시에 방송한 드라마의 시청률, 각 드라마에 
참여한 연출자 1인, 작가 1인, 주연배우 4인 정보를 위키
피디아와 네이버에서 수집하고 검증했다. 모두 274개 드
라마 정보, 5,293개 회차별 시청률 정보, 연출자 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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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불확실성이 큰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방송 콘텐츠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 그 효과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아직까지 출연진과 제작

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용 드라마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현재까지 가장 유용한 지표는 

시청률이다. 비록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한 시청이 늘어남에 따라 TV 시청률의 절대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TV 시청률을 대체할 만한 유용한 지표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용 드라마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평가지표와 시청

률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드라마의 흥행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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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218명, 주연배우 507명의 정보를 수집했다. 

2.2 반응 변수 설계

  분석 모델의 반응변수는 드라마 첫 회차 시청률을 동
시간대 타 방송 드라마 시청률과 비교하여 시청률이 높
다면 ‘1’로 표기하고 시청률이 낮거나 같다면 ‘0’으로 표
기했다.

2.3 설명 변수 설계

  분석 모델의 설명변수는 본 연구를 위해 자체 설계한 
드라마 참여 인물별 ‘비교 우위’ 지표와 ‘비교 우위차’ 지
표를 사용하였다. 

 비교우위 참여한총드라마회차수
누적승점합계

         (1)

 비교우위차 참여한총드라마회차수
누적시청률차합계

       (2)

  개인별 ‘비교 우위’ 지표에 필요한 승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 드라마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청률
이 높은 드라마에 참여한 작가, 연출자, 주연배우 4인은 
모두 승점으로 ‘1’을 얻는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청률
이 낮은 드라마에 참여한 작가, 연출자, 주연배우 4인은 
모두 승점 ‘0’을 얻는다. 두 드라마 시청률이 동일한 경우 
두 드라마에 참여한 출연진, 제작진 12명 모두가 승점 
‘0.5’를 얻는다. 이 개인별 승점을 누적하여 합계낸 후 개
인별 참여한 총 드라마 회차 수로 나누어 주면 개인별 
‘비교 우위’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비교 우위차’ 지표에 필요한 시청률차 계산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위에서 정의한 개인별 ‘비교 우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청률 차이도 계산한다. 계산된 시청률 차이 
수치를 1점에서 4점 사이로 범주화하여 개인별로 누적 
합계낸 후 해당 개인이 참여한 총 드라마 회차 수로 나
누어 개인별 ‘비교 우위차’ 지표를 계산한다.
  설명변수는 2개 드라마에 참여한 총 12명의 참여 인물
에 대한 ‘비교 우위’ 지표와 ‘비교 우위차’ 지표를 모두 사
용하여 총 24개의 설명변수를 적용한다.

3. 분석 방법

  분류 예측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artificial neural network, logistic 
regression, naive bayes, decision tree 모델을 적용했다.

Ⅲ. 연구 결과

  설명변수 선택하는 방법에 따른 총 4가지 실험을 위의 
4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실행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naive bayes’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
다. 설명변수를 ‘본 연구 설명변수’로만 한정한 경우, ‘기
존 연구[1]에서 유효했던 설명변수’로만 한정한 경우, ‘본 
연구 설명변수와 기존 연구[1] 유효 설명변수를 모두 합
해 적용한 Total 설명변수’ 경우,  ‘기존 연구[1] 유효 설

명변수 중 최적 설명변수만 다시 선택하여 본 연구 설명
변수와 합해 적용한 Optimized 설명변수’ 경우의 총 4가
지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Optimized 설
명변수’ 경우에서 Accuracy가 0.84로 가장 높게 나와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설계한 개인별 평가지표
에 기존 논문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설명변수를 적
절히 조합하고 naive bayes 알고리즘을 쓴 경우가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아래 표1에 정리
해 놓았다.

표 1. 설명변수 선택 방법별 성능 비교

구분
본 연구 
설명변수

기존 연구 
설명변수

Total
설명변수

Optimized
설명변수

최고 성능
분석 모델

naive
bayes

naive
bayes

naive
bayes

naive
bayes

Accuracy 0.82 0.66 0.78 0.84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에 참여한 개인별 평가지표를 설
계하고, 그 지표를 활용하여 특정 드라마 첫 회 시청률이 
동시간대 타 방송 드라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높은지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는 naive bayes 모델
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 최근 인기를 얻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성능이 기대보다 높지 않았던 이유는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아서 개인별 평가지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드라마 제작 투자 의사 결정, 
광고 집행 의사 결정 및 배우 캐스팅 등에 있어서 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상파 이외 최근 인기를 얻는 종합편성채널이나 
일부 케이블채널까지 데이터를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한
다면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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