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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텔레비전(Television, 이하 TV)의 등장은 사람들의 여가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몇 년 새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TV를 기능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기들이 잇따라 

출시됐다. TV만이 가지던 독보적인 위상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지만, 수 년이 지난 현재,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는 가운데 TV 시청은 여전히 여가활동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V가 오랜 시간 여가활동의 중심을 차지해온 만큼 시청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케이블 TV, IP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기존 지상파 중심의 채널 환경에서 다채널 환경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러한 채널 환경의 변화는 시청자들의 시청행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지상파 중심의 채널 

환경에서는 TV 시청 행위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 

행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현재는 같은 장르의 프로그램이 

항시 제공되는 전문 채널이 나와있고, 따라서 시청행태 또한 개인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능동적 행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시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시적으로 

시청행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다채널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세분화된 시각으로 시청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TV 시청이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의한 능동적 

행위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더 이상 시청행태가 외적요인에 

의해 모든 시청자에게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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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피플미터로 수집된 시청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세분화된 시청행태를 살피기 위해 개인 시청자 단위로 

시청패턴을 분석했다. 대상 프로그램은 2012년 한 해 동안 

지상파에서 방송한 프라임 시간대 프로그램들이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을 5가지 유형으로 군집화하고 

각 유형의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회차가 진행될수록 각 시청패턴 유형의 구성 

비율에는 변화가 있었으며,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시청자의 

시청패턴 유형에 따라 바로 다음 에피소드 시청량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시청패턴에 개인의 능동적인 채널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채널이동 패턴들을 종합하여 어떠한 시청자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에 

수치만으로 확인하였던 시청자 흐름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써 활용가능하다. 시각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평일과 주말 편성에 따른 시청자 흐름에 차이가 있었으며, 시청자의 

연령대별로도 다른 채널이동 패턴을 나타냈다. 인접효과에 대해서도 

그 크기는 작았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 시청 데이터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정성적 시청행태 연구와 더불어 시청자 행동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시청패턴, 시청행태, 피플미터, 시청 데이터 분석 

학  번 : 2014-24821 

 



 v 

 

 

 

목     차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 1 절 연구 배경 ........................................................................ 1 

제 2 절 연구 목적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 1 절 선행 연구 ........................................................................ 5 

2.1.1. TV 시청행위의 능동성과 수동성 ............................................ 5 

2.1.2. 시청자 중첩 ............................................................................ 7 

2.1.3. 다채널 환경에서의 시청자 행동 ............................................. 8 

2.1.4. 채널변경 행위......................................................................... 9 

2.1.5.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시청행태 연구 ........................... 11 

제 2 절 기술적 배경 .................................................................. 13 

2.2.1.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 13 

2.2.2.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 14 

제 3 장 연구 문제 .................................................................. 15 

제 4 장 연구 방법 .................................................................. 17 

제 1 절 데이터 개요 및 전처리 ................................................. 17 

4.1.1. 데이터 개요 .......................................................................... 17 

4.1.2. 분석 대상 프로그램 선택 ..................................................... 18 

4.1.3. 데이터 변환 .......................................................................... 21 

제 2 절 연구 설계 ...................................................................... 24 

4.2.1.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 유형화 ........................................... 24 

4.2.2. 시청자 흐름 시각화 .............................................................. 26 



 vi 

제 5 장 연구 결과 .................................................................. 28 

제 1 절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 유형 ...................................... 28 

5.1.1.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 유형화 ........................................... 28 

5.1.2. 시청패턴 유형별 시청자 유입/유출 패턴 ............................. 30 

5.1.3. 한 에피소드의 시청패턴과 직후 에피소드의 시청량 ............ 34 

제 2 절 시청자 흐름 .................................................................. 40 

5.2.1. 평일과 주말 편성에 따른 시청자 흐름 ................................. 41 

5.2.2. 연령대별 시청자 흐름 .......................................................... 49 

5.2.3. 인접한 두 프로그램 사이의 시청자 흐름 ............................. 52 

제 6 장 결 론 ......................................................................... 57 

제 1 절 연구 요약 ...................................................................... 57 

제 2 절 시사점 ........................................................................... 59 

제 3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 60 

참고문헌 .................................................................................. 62 

ABSTRACT ............................................................................ 65 

 

  



 vii 

그 림 목 차 

 

[그림 1] 여가활동 상위 10순위 ......................................................... 1 

[그림 2] 시청 로그 수에 따른 상위 15 채널 ................................... 19 

[그림 3] 피플미터에 기록된 데이터 형태와 정보 ............................ 22 

[그림 4] 벡터 형태로 변환한 데이터 샘플 ....................................... 23 

[그림 5] 개인 시청자별 30분 단위 시청 채널 데이터 샘플 ............. 23 

[그림 6] 각 에피소드별 초반, 중반, 후반 ........................................ 25 

[그림 7] THE ELBOW METHOD ....................................................... 28 

[그림 8] ‘해를 품은 달’ 1화 시청패턴 유형화 .................................. 29 

[그림 9] ‘해를 품은 달’ 1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 31 

[그림 10] ‘해를 품은 달’ 5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 32 

[그림 11] ‘해를 품은 달’ 9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 32 

[그림 12] ‘해를 품은 달’ 13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 33 

[그림 13] ‘해를 품은 달’ 최종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 33 

[그림 14] 1화 시청패턴 유형에 따른 2화 평균 시청량 .................... 35 

[그림 15] 직전 시청패턴 유형에 따른 다음 에피소드 시청량 ......... 37 

[그림 16] SANKEY DIAGRAM ........................................................... 40 

[그림 17] 월요일 밤 10시 이전 시청자 흐름 ................................... 42 

[그림 18] 월요일 밤 10시 이후 시청자 흐름 ................................... 43 

[그림 19] KBS2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9월 6일) ......... 44 

[그림 20] KBS2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11월 15일) ..... 44 

[그림 21] MBC, SBS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 ................ 45 

[그림 22] SBS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 .......................... 45 

[그림 23] 토요일 시청자 흐름 ......................................................... 47 

[그림 24] 20대 시청자 흐름 ............................................................. 49 

[그림 25] 60대 시청자 흐름(6월 18일) ............................................ 50 

[그림 26] 70대 시청자 흐름(6월 18일) ............................................ 50 



 viii 

[그림 27] 70대 시청자 흐름(6월 19일) ............................................ 51 

[그림 28] 인접효과의 예 ................................................................. 54 

[그림 29] 프로그램 시청자 수와 인접 프로그램 전이 시청자 수 ..... 55 

 

 

표 목 차 

 

[표 1]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 연구 ................................... 12 

[표 2] 데이터 구성 .......................................................................... 18 

[표 3] 분석 대상 프로그램 선정 ...................................................... 20 

[표 4] 2012년도 평일 저녁 인기/비인기 드라마(최고 시청률) ........ 27 

[표 5] 1화 시청패턴 유형별 2화 평균 시청량 기초통계량 ............... 36 

[표 6] 분산분석 결과 ....................................................................... 38 

[표 7] 초반유출 유형과 중반유입 유형의 평균 시청량 차이 ........... 39 

[표 8] 지상파 평일 프라임 시간대 편성 .......................................... 41 

[표 9] 지상파 주말 프라임 시간대 편성 .......................................... 46 

[표 10] 시청자 수와 인접 프로그램으로 전이된 시청자 수 예시 ..... 55 

 

 

수 식 목 차 

 

[수식 1]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 13 

[수식 2] 프로그램 시청자와 인접 프로그램 전이 시청자의 관계 .... 56 



 

 

 

 

 

 
1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1 절 연구 배경 

텔레비전(Television, 이하 TV)의 등장은 여가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몇 년 새 관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TV를 

기능적으로 대체할 만한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등장을 촉진시켰다.  

TV만이 가지고 있던 독보적인 위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졌지만,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는 지금도 TV 시청은 여전히 

여가활동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여가활동 상위 10순위 

오랜 기간 TV 시청이 여가활동의 중심을 차지해온 만큼 

시청자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누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제작한 프로그램의 인기도를 파악하는 척도가 되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투자할지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송신하는 TV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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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초기의 시청자 조사는 전화를 통해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과 시청자들이 일기를 쓰듯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오디미터(audimeter)가 발명됨에 따라 전원과 

채널변경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계로써 시청률을 측정하는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되었다. 비록 오디미터가 개별 시청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피플미터(peoplemeter)의 등장으로 개인 

시청률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상용화된 이후 현재까지 시청률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피플미터 방식은, TV 수상기에 피플미터 장치를 부착하여 

시청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TV 전원을 켜면 시청하는 가구 

구성원의 정보를 입력받고, 도중 다른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추가된 

시청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장시간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한 채널에 고정된 상태로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다.  

국내에서는 시청자들의 시청행태 연구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닐슨코리아와 TNMS가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닐슨코리아(이하 닐슨)에서 제공한 개인별 

시청기록 데이터이다. 닐슨은 TV 시청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거주지역, 가족 구성원 수, TV 수, 월소득, 연령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가구를 섭외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패널가구의 TV 수상기에 피플미터를 설치하게 

된다. 설치된 피플미터에서 하루동안 가구 구성원들의 시청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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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었다가 오전 2시에 시청 기록을 본사로 전송하고, 나름의 

편집 규칙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피플미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기간 선택에 따라 그 규모가 

다양하지만 개인의 모든 시청행위를 짧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러한 시청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였을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해 지는데, 규모의 

측면에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대규모의 시청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처리 

성능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만으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청행태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을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존에 이루어졌던 정성적 연구와 더불어 

시청행위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피플미터 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행태를 세분화된 시간 단위와 개별 

시청자 관점에서부터 접근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을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향후 시청행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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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구 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채널 환경에 접어들면서 

시청자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대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TV 시청 환경의 변화는 시청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시청자 개인의 선호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청행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청자의 능동성에도 더욱 주목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시청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청 데이터의 활용범위는 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들의 

시청여부만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는 개인의 

시청패턴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시청패턴은 비슷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지니고 있더라도 개인의 

시청습관과 상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하나만을 

시청자 분류 기준으로 설정 하기에는 시청행위 분석 결과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시청 데이터 활용 

방식으로는 대규모의 시청기록 데이터에서 개인단위 혹은 짧은 

시간 단위에서 시청자의 시청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플미터 데이터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시청패턴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시청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정성적 연구와 더불어 시청행위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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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선행 연구 

2.1.1. TV 시청행위의 능동성과 수동성 

초기에는 시청자들이 TV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강한 선호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Cooper, 1996, 재인용). 즉,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개인 시청자들의 성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용과 충족이론, 

선택적 노출이론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시청자의 특징에 집중함으로써 초기에 TV 시청패턴을 상당부분 

밝혀내는데 공헌하였다(배진한, 1996). 각각의 TV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용우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선호도에 의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Bowman & Farley, 1972).  

그러나 TV 프로그램 편성 등의 이른바 구조적 요인이 

시청자들의 시청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시청자 개인 특성에 집중한 연구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시청자들을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하였으며, TV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가용성에 좌우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Gensch & Shaman, 1980). 뒤이은 연구들에서는 시청 

가용성뿐만 아니라 시간대, 프로그램들 간 장르일치, 선택 시간대, 

프로그램들간 장르 일치, 선택가능한 프로그램의 수 등을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s)으로 정의하고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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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는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다(James G Webster, 1985). 

구조적 요인 개념의 등장은 시청자 선호도와 시청 행동의 

관계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TV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은 시청자 

수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도 암시한다. 또한 

구조적 요인에 집중했던 Webster와 Wakshlag는 시청자들이 TV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은 TV 프로그램의 일정과 

시청자의 시청 가능여부라고 정리하였다(J. G. Webster & Wakshlag, 

1983). 이러한 연구들은 방송사 관계자들이 프로그램 

편성전략만으로도 어느정도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Cooper, 1996)  

TV 시청행위가 수동적인지 혹은 능동적인지에 대한 대립되는 

주장들 사이에서 두 시각을 적절히 조화시킨 주장도 나타났다. 즉, 

TV 시청행위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청 행위를 크게 두 단계인 

시청여부 결정단계와 프로그램 선택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Tavakoli & Cave, 1996). 우선 TV 시청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업무나 가사 등의 외적요인에 의해 여부가 

결정되는 수동적인 행위라고 보았다(J. G. Webster & Wakshlag, 

1983). 따라서 TV 시청 그 자체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선호로부터 나오는 능동적 행위라기보다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동적 행위라는데 합의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단 TV 

시청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이후의 프로그램 및 채널 선택 과정은 

능동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시청을 할지 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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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 과정을 수동적 행위라고 본다면, 일단 시청을 

결정하고나면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중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TV 시청 행위는 단지 하나의 

개념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김현주, 

2002). 

2.1.2. 시청자 중첩 

시청자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던 개념이 시청자 중첩(audience duplication)이다. 

시청자 중첩이란, TV 프로그램 ‘A’를 시청한 시청자가 시기나 

채널에 관계없이 ‘B’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율로써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James G Webster, 1985). 이러한 시청자 

중첩에 대한 연구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TV 프로그램들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광고주들의 높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청자 중첩의 구성요소 중에서 인접효과는 용어 그대로 

인접한 프로그램들 간에 일어나는 시청자 중첩으로, 상호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청률로써 TV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늠하는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떠한 순서로 배열해야 

시청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효과 또한 편성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대상이다. 

인접효과는 일반적으로 리드인(lead in)과 리드아웃(lead out)의 두 

가지 형태로 설명된다. 전자는 선행하는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로 

인해 후속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한 함께 동반상승하는 경우를 

일컬으며, 승계효과(inheritance effect)라고 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시청자가 높은 시청률의 후속 프로그램을 기다리기 위해 같은 



 

 

 

 

 

 
8 

채널의 선행 프로그램에 머무르면서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일컫는다. 인접효과는 콘텐츠 공급자인 방송사와 콘텐츠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방송사는 

시청자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무의식적으로 다음 

프로그램까지 이어서 시청하기를 원하겠지만, 시청자에게 있어 

바람직한 행동패턴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본인의 필요나 

선호에 의해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다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최양수, 1992). 

2.1.3. 다채널 환경에서의 시청자 행동 

케이블 TV, IPTV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과 프로그램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채널 환경에서는 여러 선택가능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 능동성을 지지하는 

입장이 더욱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다(배진아, 2004). 또한 

전문채널의 증가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항시 제공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선호도가 프로그램 시청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Ferguson, 1995). 이는 기존에 

지상파 채널만 이용하던 환경에서,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어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구조적 

요인이 지배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다채널 환경에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여러 

채널로 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시청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특정 채널만을 주로 이용하는 현상도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James G. Webst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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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의 채널 이용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미시적 차원, 시청량과 시청 흐름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정영호 & 강남준, 2010).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시청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 개인 시청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하여 전반적인 시청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관점에서 시청자들이 

한 편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청하며, 이러한 개인의 시청행태가 

프로그램 단위에서 어떠한 형태의 유입/유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2.1.4. 채널변경 행위 

개인의 채널변경 행위는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시청자의 유입과 

유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채널변경 행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흐름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심미선, 2000). 

우선 채널변경 이유에 대한 논의이다. 시청자들이 채널을 많이 

변경하는 이유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신적 관여도가 현저히 

낮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Perse, 1990). 즉, TV 시청 행위를 통해 시청자들이 

추구하는 만족을 충분히 얻지 못할 때 더 흥미롭고 정신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채널변경이 TV 시청 중 주로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내에서보다는 광고중에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오히려 광고에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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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에 더 빈번한 채널변경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도 있다.  

세번째 연구흐름으로는 채널변경을 행하는 시청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시청자가,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더 자주 채널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고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에서, 리모콘을 보유하고 있고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가구에서 

채널변경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ufryden, Pedrick, & 

Sankaralingam, 1993). 

마지막으로 채널변경 행위를 시청동기의 측면으로 해석한 

연구경향이다. 시청동기의 측면에서 지루함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싶어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청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시청층에서 더 많은 채널변경 많이 하는것으로 

나타났다(Olney, Holbrook, & Batra, 1991). 

위와 같은 채널변경 행위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는 채널변경 

행위가 시청자의 능동적 시청행위의 하나라는 점, 즉 시청자들은 

TV 시청을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 채널변경을 

한다는 점이다(심미선, 2000). 

앞서 채널변경 행위에 대해 연구했던 사람들은 주로 가정내 

참여관찰 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피플미터 시청 

데이터를 이용해 채널변경 행위를 연구한 결과 오히려 광고를 

시청할 때보다 프로그램 시청 도중에 채널변경이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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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변경 행위의 다양한 연구흐름 중에서도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언제 채널변경이 

일어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2.1.5.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시청행태 연구 

피플미터 데이터는 시청자들의 시청행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어 왔다. 전화조사나 일기조사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시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는 55% 정도의 반복시청률이 나타난 것에 비해, 피플미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20% 대의 낮은 반복시청률을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Ehrenberg & Wakshlag, 1987). 이 연구에서는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중심으로 각 에피소드 별 중복 

시청자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집단시청시 나타나는 시청패턴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혼자서 주로 시청한 프로그램 

장르와 그 시청자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시청한 프로그램 장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Chaney, Gartrell, Hofman, 

Guiver, & Paquet, 2014). 3년간 개인 및 가구의 TV 시청량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주 단위 혹은 일 단위로 TV 시청일 

수와 시청시간을 합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Sang, Schmitz, Bretz, 

Stanat, & Tasche, 1994), 한국의 뉴스시청 분극화 현상을 장기간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간 뉴스 시청시간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Kim & Webs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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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 연구 

저    자 연구 내용 데이터 활용 

Ehrenberg, 

A.S.C. et al. 

(1987). 

개인 및 가구의 

반복시청과 채널 충성도 

프로그램 별 

각 회차에서 중복되는 

시청자의 비율 

Sang, F. et al. 

(1994). 

3년간 개인 및 가구의  

TV 시청량 변화 관찰 

주간 TV 시청일 수 

일간 TV 시청시간 등 

Kim, S.J. et al. 

(2012).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뉴스시청 분극화  

연간 뉴스 시청시간 

(평균 & 표준편차 등) 

Chaney, A.J.B. 

et al. (2014). 

집단 TV 시청패턴에 관한 

거시적 연구 

시청한 프로그램 장르 

(개인 & 집단) 

앞서 소개한 4가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피플미터의 특징인 

비침투적으로 시청내역을 자동기록한다는 점과 장기간 시청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전화조사와 일기식 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피플미터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거시적 시청행태 분석뿐만 

아니라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을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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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시청자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인 k-평균 군집화(k-

means clustering)와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2.1.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군집화 방법 중의 하나로, 기계학습 분야 중에서도 

자율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유사한 

관측치들을 군집화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유사도의 척도로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다. 점 𝑥𝑖 와 𝑥𝑖
′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수식 1]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대략적인 군집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우선 관측치를 k개의 군집으로 임의로 배정한다. 

(2) 각 군집에 포함된 관측치들의 평균을 새로운 중심점으로 

지정한다. 

(3) 각 관측치들로부터 모든 군집의 중심점들까지의 유클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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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군집으로 재배정한다. 

(4) 앞서 (2)와 (3)의 과정을 각 군집에 배정된 관측치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화를 활용하여 개인 시청자들의 

다양한 시청행위를 몇가지 유형으로 군집화하여 어떤 시청패턴이 

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2.2.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란 데이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인지를 확장시켜 수많은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관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보 시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화 기술은 최근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시각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D3.js 라이브러리(http://d3js.org)를 

활용한다. 오픈소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형태나 시각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http://d3j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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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각 연구문제에 대한 설명과 각 연구문제 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채널 환경에서는 개인 시청자 관점에서의 시청패턴을 

분석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거시적 시청행태 분석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닐슨이 피플미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깊이있는 시청행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층 더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시청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한 편의 프로그램 내에서의 개인 시청자들을 

시청패턴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는가? 

1.1. 개인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어떤 시청패턴의 군집인가? 

1.2. 각 시청패턴 유형에 따라 향후 해당 프로그램 시청량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우선 시청자들이 한 편의 프로그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시청하는지, 방송 도중에 합류하여 

시청하는지, 또는 시청하는 도중에 다른 채널로 이탈하는지를 각각 

확인해보고 이들을 유입/유출 시점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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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 해보고자 한다. 또한 TV 프로그램의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각 시청패턴 유형별로 구성원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고, 

각 시청패턴 유형은 향후 에피소드에서 어떤 시청량의 차이를 보일 

것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개인 시청자 단위에서의 채널이동을 종합하면 어떠한 

형태의 시청자 흐름(audience flow)으로 나타나는가? 

2.1. 지상파 채널의 평일과 주말 프로그램 편성에 따라 시청자 

흐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2.2. 시청자의 연령대에 따라 시청자 흐름에 차이가 있는가? 

2.3. 최근 변화한 시청환경에도 불구하고 인접효과는 여전히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 내에서 시청패턴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이해하였다면, 연구문제 2에서는 개인 시청자의 

채널이동 패턴을 종합하여 어떤 시청자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의 연령대에 

따른 시청자 흐름의 차이를 분석해보고, 더불어 기존 선행연구에서 

관심있게 다루어졌던 인접효과에 대한 영향력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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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적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피플미터로 수집된 개인 시청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사전에 가설로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 방법론에 적절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다양한 시각화와 통계적 검증을 통해 패턴을 

찾아낸다. 

제 1 절 데이터 개요 및 전처리 

4.1.1. 데이터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청 데이터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 수집 기관: 닐슨코리아(Nielsen Korea) 

 데이터 수집 기간: 2010년 7월 ~ 2013년 7월 

 패널 가구 수: 총 7,226가구(중복 제거 후) 

 패널 인원 수: 총 23,980명(중복 제거 후)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닐슨코리아에서 수집한 개인 시청 

데이터 중 2010년 7월부터 3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이다. 3년 동안 

패널로서 참가하였던 가구는 총 7,226가구이며, 패널 가구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은 총 23,980명이다. 자세한 시청 데이터의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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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데이터 구성 

종류 설명 관측치 

가구 정보 패널 가구에 대한 정보 3,639,489* 

구성원 정보 
각 가구 구성원들의 

개인 정보 
11,861,969**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편성 및 분류에 

대한 정보 
2,588,328 

시청기록 
각 가구 구성원별 

시청기록 
178,462,066 

가구 정보 데이터에는 닐슨에서 선정한 패널가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구성원 정보는 해당 가구에 속해있는 개인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정보에는 각 

프로그램의 분류 및 특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시청 기록에는 각 

개인 시청자의 TV 시청기록이 타임스탬프(timestamp)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4.1.2. 분석 대상 프로그램 선택 

특정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의 시청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프로그램 단위로 분리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우선 

분석 대상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분석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이전에 방송사를 선정하였다. 과거의 시청기록 

데이터이므로 아직까지 지상파 3사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송사에서는 드라마의 시청률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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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드라마의 시청률 성과가 다른 장르보다 높게 나타나고, 

뉴스와 함께 방송사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하며,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보다 창구효과의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배진아, 2005).  

 

[그림 2] 시청 로그 수에 따른 상위 15 채널 

[그림 2]는 수집된 시청기록 데이터를 로그 수에 따라 상위 15 

채널을 나타낸 것이다. 각 막대의 색상은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였는지를 나타내며 짙은 색상일수록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시청 로그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의 시청기록과 시청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상파 3사의 높은 점유율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해동안 지상파 3사에서 방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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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시간대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드라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MBC 

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을 비롯하여 총 21편의 드라마를 선정 

하였으며, 분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방송사 방송 횟수 방송 기간 시청률 

골든 타임 MBC 23회 
07.09 

~ 09.25 
15.5% 

해를 품은 달 MBC 20회 
01.04 

~ 03.15 
42.2% 

더 킹 투하츠 MBC 20회 
03.21 

~ 05.24 
16.5% 

아이두 아이두 MBC 16회 
05.30 

~ 07.19 
10.5% 

아랑사또전 MBC 20회 
08.15 

~ 10.18 
14.5% 

드림하이2 KBS2 16회 
01.30 

~ 03.20 
10.5% 

사랑비 KBS2 20회 
03.26 

~ 05.29 
6.4% 

빅 KBS2 16회 
06.04 

~ 07.24 
11.1% 

해운대 연인들 KBS2 16회 
08.06 

~ 09.25 
12.1% 

울랄라 부부 KBS2 18회 
10.01 

~ 11.27 
14.5% 

난폭한 로맨스 KBS2 16회 
01.04 

~ 02.2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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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의 남자 KBS2 20회 
03.21 

~ 05.24 
15.2% 

각시탈 KBS2 28회 
05.30 

~ 09.06 
22.9%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KBS2 20회 

09.12 

~ 11.15 
18.3% 

샐러리맨 초한지 SBS 22회 
01.02 

~ 03.13 
21.7% 

패션왕 SBS 20회 
03.19 

~ 05.22 
10.6% 

추적자 SBS 16회 
05.28 

~ 07.17 
22.6% 

신의 SBS 24회 
08.13 

~ 10.30 
12.2% 

옥탑방 왕세자 SBS 20회 
03.21 

~ 05.24 
14.8% 

유령 SBS 20회 
05.30 

~ 08.09 
15.3% 

아름다운 

그대에게 
SBS 16회 

08.15 

~ 10.04 
7.3% 

4.1.3. 데이터 변환 

분석에 앞서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변환이란 데이터의 형태를 분석 목적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포함된다. 

각 패널가구의 피플미터에는 가구 구성원 개인의 시청내역이 

타임스탬프(timestamp) 형태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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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플미터에 기록된 데이터 형태와 정보 

타임스탬프 형태로 기록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벡터로 

변환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임스탬프 형태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분석에 바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론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은 그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연구 1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유입되고 유출되는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선택한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매 1분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지의 여부 𝑥𝑖 를, 시청중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한 

벡터를 기본 데이터로 사용한다. 

 

개인 시청자별로 해당 프로그램의 분당 시청여부를 코딩하여 

완성된 데이터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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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벡터 형태로 변환한 데이터 샘플 

연구 2에서는 시청자의 채널이동 패턴을 보기 위하여 연구 

1과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프라임 시간대를 30분 

단위로 나누고, 개인 시청자들이 각 30분 단위에서 20분 이상 

시청한 채널을 기록하여 [그림 5]의 형태로 변환한다. 만약 20분 

이상 시청한 채널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채널탐색(zapping)이나 

미시청(not watching)으로 간주하여 ‘out’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5] 개인 시청자별 30분 단위 시청 채널 데이터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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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설계 

4.2.1.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 유형화 

모든 시청자들의 시청행위를 각각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시청행위들을 몇가지 대표적인 시청패턴으로 

유형화하여 주요한 시청패턴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시청패턴 

유형화에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데이터 변환과정에서 생성된 분 단위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유사도 측정에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는 k-평균 군집화의 특성상, 비슷한 시청패턴 

간에도 단 몇분의 차이도 먼 거리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군집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군집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드라마나 에피소드 별로 모두 방송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환 과정에서 생성된 

1과 0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각 에피소드의 방송시간을 

3등분하여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시청한 시간의 

비율을 계산하여 시청패턴 군집화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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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에피소드별 초반, 중반, 후반 

단순히 군집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군집의 수를 

늘리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k-평균 군집화의 초기 

군집의 수를 설정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인 The Elbow Method를 

이용하여 적절한 군집의 수 k를 결정한다. 

시청패턴 유형의 수를 나타내는 군집의 수를 결정한 후, 각 

시청패턴 유형별로 시각화하여 비슷한 유형들로 군집화가 되었는지 

확인해본다. 또한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군집화한 시청패턴이 

다음 에피소드의 시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한 에피소드에서의 시청패턴에 따라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시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시청패턴 유형과 향후 에피소드 시청량의 관계 

또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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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청자 흐름 시각화 

피플미터 데이터에는 개인 시청자들의 채널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시청자들의 채널이동을 

종합하면 시청자 흐름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D3.js에서 제공하는 Sankey Diagram을 활용하여 30분 단위로 

시청자들이 머문 채널을 노드로 하여 어떻게 채널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닐슨에서 활용하는 시청률 분석 프로그램인 

아리아나(Arianna)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 기준의 유입자와 유출자 

수를 제공하지만, 이 시청자들이 어디에서 유입되고 어디로 

유출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피플미터 

데이터에는 개인 시청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또 언제 채널을 

이동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 흐름을 

종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에 따라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방송사의 

편성전략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로 선정한 일자에 대하여 시청자 흐름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프라임 시간대의 전체적인 

시청자 흐름을 확인하고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이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연령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지상파 채널은 주말과 평일의 편성전략이 다른데, 이러한 

편성전략의 차이가 시청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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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일과 주말의 편성전략 차이에 따른 시청자 흐름의 차이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는 시청자의 

능동적 시청선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관성(inertia)을 이용하여 

인접효과의 크기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접효과가 시청자의 

능동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시청환경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 한 해의 인기 드라마와 각 드라마들의 후속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대다수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10%대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인기 드라마의 경우 최고 시청률 20% 

이상을 기록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표 4] 2012년도 평일 저녁 인기/비인기 드라마(최고 시청률) 

인기 드라마 후속 드라마 

해를 품은 달(42.2%) 

각시탈(22.9%) 

샐러리맨 초한지(21.7%) 

추적자(22.6%) 

넝쿨째 굴러온 당신(45.3%) 

더 킹 투하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패션왕 

신의 

내 딸 서영이 

같은 방송사의 후속 드라마를 함께 선정한 이유는 인기 

드라마가 대부분 마지막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가장 인접한 후속 드라마의 시청률이 낮은 초기 

에피소드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통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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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 유형 

5.1.1.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 유형화 

본격적으로 유형화 하기에 앞서 몇 가지의 대표 시청패턴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k-평균 군집화에서 클러스터 수를 

하나씩 추가하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 때 

더이상 클러스터를 추가하여도 군집화의 설명력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지점을 찾아 군집의 수로 결정하는 The Elbow Method를 

사용한다. 앞서 선정한 21편의 드라마 전체의 1화, 2화, 3화에 대해 

군집화를 실시해보고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7] The Elbo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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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 군집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5개를 

넘어가면서부터 군집화로 설명되는 변동비율의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집의 수를 5개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 k-평균 

군집화를 사용하는 목적이 단순히 성능적으로만 우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유사한 시청패턴들이 잘 군집화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았다. 

The Elbow Method를 기준으로 설정한 k=5에 대한 타당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해를 품은 달’ 1화 시청자들을 5가지 

시청패턴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시각화 하였다. 

 

[그림 8] ‘해를 품은 달’ 1화 시청패턴 유형화 

[그림 8]은 군집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히 히트맵 

(heatmap)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5개의 큰 직사각형들은 각각 

하나의 시청패턴 유형을 나타내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가로선들은 

각 유형에 속해있는 개별 시청자들을 나타낸다. 직사각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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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길이는 프로그램 방송시간(약 80분)이며 좌에서 우로 시간의 

흐름 순이다. 붉은 구간은 ‘해를 품은 달’을 시청한 구간, 녹색 

구간은 타채널을 시청한 구간, 그리고 검은 구간은 TV 시청을 하지 

않은 구간을 나타낸다.  

위 [그림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시청패턴을 5가지 유형으로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 ‘해를 품은 달’ 1화 시청자들이 크게 전체시청, 

중도유출, 미시청, 초반유입, 그리고 중반유입의 시청패턴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2. 시청패턴 유형별 시청자 유입/유출 패턴 

앞서 분류한 각 시청패턴 유형의 시청자들이 어떤 형태로 

유입되고 유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분 단위의 특정 프로그램 

시청자 수를 시청패턴 유형별로 합산하여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밤 10시에 편성되어 있는 ‘해를 품은 달’ 직전과 

직후의 패턴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 범위를 각 화 편성시간의 

전후 10분을 추가하여 표현하였고, 방송시작과 끝 시점은 적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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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해를 품은 달’ 1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1화에서는 프로그램 시작 무렵부터 점진적으로 시청자가 

유입되다가 종료 직후 빠른 속도로 유출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전체를 시청하는 시청자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중도유출(Early_Out), 중도유입(Early_In, Mid_In), 그리고 

미시청(Zapper) 그룹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회차가 진행되면서 시청패턴별 유입 및 유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에피소드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히스토그램에 나타내었다. 뚜렷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약 2주의 

간격을 두고 5화, 9화, 13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화까지 총 5개의 

에피소드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각화 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32 

 

[그림 10] ‘해를 품은 달’ 5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그림 11] ‘해를 품은 달’ 9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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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해를 품은 달’ 13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그림 13] ‘해를 품은 달’ 최종화 시청패턴별 시청자 유입/유출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를 품은 달’의 시청자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입/유출 속도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방영이 시작하기 전부터 급격한 시청자 유입이 관측되고, 

이러한 현상은 프로그램 시작 후 15분 무렵에 안정권에 접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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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시청패턴 유형은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청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집단은 전체시청 집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률 증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반에 시청자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처음부터 시청하지는 않지만 초반이나 중반에 유입되어 끝까지 

시청하는 시청자들로 인해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시청자들도 끝나자마자 거의 유출되어 

바로 뒤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인접효과 중에서도 다음 

프로그램으로까지 전이되어 시청하는 리드인의 크기가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5.1.3. 한 에피소드의 시청패턴과 직후 에피소드의 시청량 

한 에피소드의 시청량이 직전 에피소드의 시청패턴에 따라 

다른지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화에서의 시청패턴 유형 5가지 

–전체시청, 초반유출, 초반유입, 중반유입, 미시청–의 2화 평균 

시청량을 오차막대(error bar)를 포함한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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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화 시청패턴 유형에 따른 2화 평균 시청량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화 시청량은 바로 직전 

에피소드인 1화에서의 시청패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시청 유형의 시청자들이 다른 유형의 시청자들에 비해 평균 

시청량이 높게 나타났다. 1화에서 시청중 초반에 유출된 시청자들은 

2화에서 아주 낮은 평균 시청량을 나타냈으며 이는 미시청 유형 

다음으로 낮은 시청량을 나타내었다. 전체시청 유형에 이어 

초반유입, 중반유입 시청자 순으로 평균 시청량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는 1화 시청패턴 유형에 따른 2화 평균 

시청량의 기초통계량을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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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화 시청패턴 유형별 2화 평균 시청량 기초통계량 

1화  

시청패턴 

시청자 

수 

2화 평균 

시청량(%) 
표준편차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전체시청 4933 0.4271 0.4267 0.0061 0.0119 

초반유출 2148 0.1210 0.2641 0.0057 0.0112 

초반유입 2143 0.2934 0.3786 0.0082 0.0160 

중반유입 1884 0.1781 0.3016 0.0069 0.0136 

미시청 81245 0.0535 0.1814 0.0006 0.0012 

2화 평균 시청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로 ‘모든 그룹의 평균 시청량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적어도 한 쌍의 시청패턴 유형은 평균 시청량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F(4, 92348) = 4232, 𝑝 < 2𝑒−16)]. 

분산분석 결과의 사후검증을 위해 Tukey HSD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시청 유형과 초반유출 유형을 제외한 

시청패턴 사이의 다음 에피소드 평균 시청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𝑝 < 0.001).  

직전 에피소드의 시청패턴에 따른 다음 에피소드 시청량의 

차이가 다른 에피소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몇 개의 에피소드를 샘플링하여 각 시청자의 시청패턴을 결정하고 

시청패턴별 다음 에피소드의 평균 시청량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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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직전 시청패턴 유형에 따른 다음 에피소드 시청량 

임의로 선정한 6화, 8화, 12화, 14화의 시청패턴 유형별 다음 

에피소드의 평균 시청량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서 

1화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1화, 6화, 12화, 

14화의 시청패턴 유형에서는 초반유출 유형이 중반유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다음 에피소드를 적게 시청하였으나, 9화에서는 

두 유형의 평균시청량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은 

분산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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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산분석 결과 

시청패턴 유형 평균 시청량 𝐅(𝟒, 𝟗𝟐𝟑𝟒𝟖) 𝒑 

ep.6 ep.7 3278 < 2𝑒−16 

ep.8 ep.9 3755 < 2𝑒−16 

ep.12 ep.13 5002 < 2𝑒−16 

ep.14 ep.15 4756 < 2𝑒−16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든 시청패턴 유형의 다음 에피소드 평균 시청량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적어도 한 쌍의 시청패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시청량 차이를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분산분석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Tukey HSD 검정 결과, 8화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모든 시청패턴 유형이 차이가 나는 반면( ∀𝑝 < 0.001 ), 8화의 

시청패턴 중 초반유출과 중반유입의 다음 에피소드 평균 시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𝑝 = 0.2390 ). 그러나 

8화를 제외한 나머지 에피소드에서도 초반유출과 중반유입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미미했으며 다른 어떤 

두 패턴의 차이보다 작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에피소드에서 중반유입 유형의 평균 시청량이 

초반유출 유형보다 더 많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차이에 대한 통계검정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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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초반유출 유형과 중반유입 유형의 평균 시청량 차이 

 
Diff 

(Mid In – Early Out) 
𝒑 

ep.1 0.05704 <  0.001 

ep.7 0.05104 < 0.001 

ep.9 0.01587 0.2390 

ep.13 0.05730 < 0.001 

ep.15 0.05704 < 0.001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시청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시청패턴 유형은 

향후 시청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평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시청 유형의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해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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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청자 흐름 

Sankey Diagram에서 각각의 노드는 30분 단위로 각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를 의미하며, 좌에서 우로 시간의 

흐름순으로 배치하였다. 각 노드의 세로 길이는 각 30분 중에서 

20분 이상 해당 채널을 시청한 시청자의 수를 나타내며,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15분 이상 시청하면 시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송업계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정말로 시청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16]는 완성된 Sankey 

Diagram의 모습이다. 

 

[그림 16] Sankey Diagram 

이렇게 제작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면 평일과 주말에 따라 

시청자 흐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각 연령대별로 주로 

시청하는 채널은 무엇인지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TV 시청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 최근의 시청환경에서도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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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볼 수 있다. 

분석대상 기간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연말시상식 등의 특별 

프로그램 편성이 있었던 일자를 제외한 일반 프로그램 편성 중 

임의로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5.2.1. 평일과 주말 편성에 따른 시청자 흐름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다르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 편성에 따른 시청자 흐름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평일 프라임 

시간대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은 시기에 따라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지상파 평일 프라임 시간대 편성 

 KBS1 KBS2 MBC SBS 

20시 25 일일연속극 20 교양, 다큐 

50 연예, 오락 

15 일일연속극 

55 뉴스 

00 뉴스 

45 스포츠뉴스 

50 교양, 오락 

21시 00 뉴스 55 드라마 55 드라마 55 드라마 

22시 00 교양, 다큐 

2012년 프라임 시간대의 방송편성을 살펴보면 KBS1과 MBC는 

8시 반이 되기 전부터 일일연속극을 방송하고, 그 이후 9시 

정각부터 뉴스를 방송하였다. 그러나 SBS는 8시부터 뉴스를 

방송하여 타 방송사보다 1시간 앞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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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월요일 밤 10시 이전 시청자 흐름 

위 [그림 17]의 월요일 밤 10시 이전의 시청자 흐름을 

살펴보면 8시 30분 무렵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본격적으로 TV를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8시 30분부터 KBS1으로 시청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부분이다. 이 때 KBS1에서는 일일연속극을 약 30분간 

방송한 후 곧이어 9시 뉴스를 방송한다. 이때 많은 시청자들은 

일일연속극이 끝난 후에도 다른 채널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어서 

9시 뉴스를 시청하며, 10시가 되어서야 뉴스를 모두 시청하고 

KBS1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기타 채널(other)로 유입되는 시청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청자들은 일단 유입되고 나면 지상파 

채널로 유입되기보다 지상파 외의 채널에서 주로 시청하다가 

종료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으며 지상파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는 지상파를 제외한 기타 종합편성 채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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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지상파를 시청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시청행태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채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파 외 채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림 18] 월요일 밤 10시 이후 시청자 흐름 

KBS1에서 9시 뉴스가 끝난 10시에는 각 방송사에서 

월화드라마 혹은 수목드라마가 방영되는데, 이 때 시청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드라마에 따라 채널을 이동한다. 이 날(6월 18일)은 

10시를 기점으로 MBC의 시청자 수가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빛과 그림자’(18.9%)를 시청하기 

위해 유입된 시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시간대에 KBS2에서는 

‘빅’(8.0%), SBS에서는 ‘추적자’(11.5%)가 경쟁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되지는 않았다. 각 드라마를 시청하고 난 뒤에는 

해당 채널에서 계속 머무르기 보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종료하고 나가고 일부 시청자들만 남아 다음 프로그램까지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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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외 다른 채널에서 방송한 드라마가 흥행했던 시기의 

시청자 흐름도 살펴보았다. 우선 KBS2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예로 ‘각시탈’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를 들 수 

있다. 각각 최종화를 방송한 날의 시청자 흐름을 보면 2개월이라는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시청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 KBS2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9월 6일) 

 

[그림 20] KBS2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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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BC, SBS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 

위 [그림 21]은 MBC와 SBS에서 동시간대에 인기 드라마를 

방송했던 날 9시 30분부터의 시청자 흐름이다. 이 때 MBC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SBS에서는 ‘샐러리맨 초한지’를 방송하였다. 이전 

시간대에 주로 KBS1과 KBS2에 있던 시청자들이 MBC와 SBS로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SBS 인기 드라마 방송일의 시청자 흐름 

위 [그림 22]는 SBS에서 방송된 ‘추적자’가 타 방송사 드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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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당시의 시청자 흐름이다. 

전체적으로 평일 편성에서의 시청자 흐름은 밤 10시에 인기 

드라마를 방송하는 채널의 시청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평일에는 공통적으로 8시 30분에 KBS1으로 

유입되는 시청자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며, 그 이후 10시에 

방송되는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유입되는 시청자가 또 한 번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낸다. 이 중에는 이전 시간대부터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들도 함께 유입된다. 시기에 따라 인기 드라마가 방송되는 

채널이 다르므로 10시에 각 채널로 유입되는 시청자 수 또한 

차이가 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드라마가 끝나는 11시 무렵에는 대부분 시청을 종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은 평일과는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므로 시청자 

흐름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같은 주의 

토요일(23일)과 일요일(24일)에는 어떤 시청자 흐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지상파의 주말 프라임 시간대 편성은 

대략적으로 [표 9]와 같다. 

[표 9] 지상파 주말 프라임 시간대 편성 

 KBS1 KBS2 MBC SBS 

20시 00 교양, 다큐 00 주말연속극 00 뉴스 

40 주말연속극 

00 뉴스 

40 주말극장 

21시 00 뉴스 

40 다큐 

15 연예, 오락 

 

55 특별기획 50 특별기획 

22시 35 시사, 보도 25 교양 



 

 

 

 

 

 
47 

SBS와 MBC의 경우 프로그램 장르가 거의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편성함으로써 경쟁 채널로부터 

시청자들을 유인하고자 하는 방송사의 전략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아래 [그림 23]은 6월 23일 토요일의 시청자 흐름이다. 

 

[그림 23] 토요일 시청자 흐름 

평일 시청자 흐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말연속극이 방송되는 

KBS2에 시청자들이 대거 유입된다는 점이다. 이는 8시 반에 

KBS1으로 유입되었던 평일의 흐름과는 다른 부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KBS2의 인기 주말연속극이었던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저녁 8시부터 방송이 되었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방송하는 

시간대에 다른 채널에는 상대적으로 시청자 수가 아주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30%가 넘는 시청률의 인기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시간대에 MBC와 SBS에서는 8시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으나 

시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 뉴스 인지도에 있어서는 

SBS나 MBC가 KB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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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토요일의 경우, 주말연속극이 끝나면 9시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KBS1으로 채널을 변경하는 시청자들이 눈에 띈다. 

그 이후 SBS에서는 ‘신사의 품격’이, 동시에 MBC에서는 ‘닥터 

진’이 방송되었다. 이 시간대에 KBS에서는 드라마가 아닌 오락이나 

다큐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SBS와 MBC로 

유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된 드라마가 끝나는 11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청을 

종료하고 유출되었다. 

앞서 평일에는 KBS1의 일일연속극을 시청한 뒤 연달아 9시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많았다면 주말에는 오히려 주말연속극을 

방송하는 KBS2에서 시청하고 난 뒤 KBS1으로 이동하여 뉴스를 

시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주말 편성에서는 주말 연속극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KBS2로 많은 시청자들이 유입되고, 그 이후 KBS1의 

뉴스나 SBS와 MBC에서 방송되는 주말연속극 시청한다. 밤 

10시부터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SBS와 MBC에서 방송하는 특별기획 

드라마를 시청하며 이 때 KBS에서는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평일과 주말 편성에 따른 시청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 

인기 드라마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평일과 주말은 각각 

비슷한 시청자 흐름이 유지되어 나타났다. 시청자 흐름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의 시청선택이 선호에 의한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시청선택 또한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수립한 편성전략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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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연령대별 시청자 흐름 

시청패턴은 연령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채널변경 행위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와 더불어 주로 시청하는 채널이나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일자에 

대해 시청자 흐름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고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24] 20대 시청자 흐름 

우선 20대의 경우, 저녁시간대에 지상파 채널보다는 다른 

채널로 유입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밤 10시에 

방송하는 지상파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유입되는 20대 

시청자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 이전 시간대에 지상파를 제외한 

다른 채널에서 시청하다가 유입되거나, 방송시간에 맞춰 시청을 

시작하며 유입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2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많은 시청자들이 밤 10시에는 지상파 채널에서 방송하는 

드라마를 시청하였으며,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시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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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의 경우에도 20대 시청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단지 뉴스 시청비율이 조금 더 높고 

선호하는 드라마가 다르게 나타난 정도였다. 

 

[그림 25] 60대 시청자 흐름(6월 18일) 

 

[그림 26] 70대 시청자 흐름(6월 18일) 

그러나 같은 날 50대에서 70대의 시청자들은 전혀 다른 

채널이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50대 시청자부터는 8시 30분에 

KBS1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 앞서 평일 시청자 

흐름에서 확인했던 KBS1으로 처음 유입되는 시청자 대부분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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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60대와 70대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림 25]와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KBS1 일일연속극으로 유입되고 난 후, 가요무대가 끝나는 

11시까지 같은 채널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부는 10시 MBC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유출되기도 하였다. 

 

[그림 27] 70대 시청자 흐름(6월 19일) 

그러나 60대와 70대 시청자들이 가요무대를 시청하기 위해 

11시까지 KBS1에 남아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음날인 

화요일에는 뉴스가 끝난 10시에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출되었다. 18일에는 뉴스를 끝까지 시청한 70대 시청자 8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1명이 가요무대를 연달아 시청했다면, 19일에는 

62명 중 단 12명만이 다음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매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상 시청자의 경우 KBS1 채널에 대한 높은 

채널 충성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요무대’ 방송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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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유출 시점의 차이로 보아 이러한 현상을 인접효과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채널보다 KBS1에서 60대 이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편성하여 다른 채널로 

이동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 즉, 채널은 이동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관성에 의한 

연속시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시청자들은 본인이 시청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방송시간에 맞춰 유입되고, 방송 종료 후 

대부분은 다른 채널로 유출되거나 시청을 종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 프로그램 시청자가 단순히 관성으로 인해 

다음 프로그램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청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시각화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시청자들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선호에 의한 선택적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리모콘이라는 채널 변경 수단으로 인해 언제든 

채널을 변경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광고를 회피하거나, 다른 

방송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지 궁금할 경우에는 

손쉽게 채널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5.2.3. 인접한 두 프로그램 사이의 시청자 흐름 

앞서 시각화 결과에서는 한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가 다음 인접 

프로그램의 시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방송사에서는 여전히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는데 있어 인접효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시청자들을 유입시키고자 노력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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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전략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모콘의 발명과 다양한 전문채널의 등장으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시청선택을 하는 최근의 시청행태를 볼 때, 기존의 인접효과가 

최근에도 유효한 효과인지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인접효과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도 본 

시각화를 활용할 수 있는데, 30분 단위의 노드에서 시청한 시청자들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의 시청자들이 같은 채널에 머물러 다음 

프로그램까지 시청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접효과 

중에서도 리드인(lead in)이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에 인접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단순히 시청률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로 다음 인접 

프로그램으로까지 전이되어 시청하는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기 드라마에서 대부분의 최고시청률이 나타나는 마지막 

2주와 바로 뒤이어 시작하는 드라마의 최저시청률이 나타나는 초반 

2주를 확인하면 다른 상황은 거의 모두 비슷하게 통제가능하고 

단지 변경된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선정했던 인기 드라마들의 마지막 4개의 에피소드와 뒤이어 바로 

시작한 드라마들의 초반 4개의 에피소드의 시청자 수와 바로 다음 

프로그램의 시청자수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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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인접효과의 예 

예를 들어 ‘해를 품은 달’의 경우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미니시리즈였는데, 만약 인접효과가 있었다면 바로 뒤이어 방송했던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도 덩달아 상승했어야 한다. 즉, [그림 28]에서 

붉게 표시한 부분인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이되는 시청자의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확인하였을 때는 

드라마가 끝나고 난 후 남아있는 시청자들이 많지 않아 리드인(lead 

in)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을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앞서 연구방법론에서 

선정한 인기 드라마 5편과 각각의 후속 드라마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즉, 인기 드라마의 막바지 2주의 높은 시청률과 이후 

바로 다음 후속 드라마의 초반 2주의 낮은 시청률 뒤에 인접 

프로그램으로 전이되는 시청자 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래 [표 

10]은 선정한 드라마의 해당 일자의 시청자 수와, 이 중에서 뒤이어 

편성된 인접 프로그램으로 전이된 시청자 수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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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청자 수와 인접 프로그램으로 전이된 시청자 수 예시 

 
현재 프로그램 

시청자 수 

인접 프로그램으로 

전이된 시청자 수 

3월 1일 2341 162 

3월 7일 1017 115 

3월 14일 2073 218 

3월 15일 2334 170 

3월 21일 706 60 

3월 22일 764 61 

3월 28일 692 72 

3월 29일 711 52 

… … … 

간단히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시청자 수에 따른 인접 

프로그램으로 전이된 시청자 수를 활용한 모델을 수립하면 

대략적으로 9.5% 정도의 시청자들이 인접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9] 프로그램 시청자 수와 인접 프로그램 전이 시청자 수 

각 드라마의 시청자 수와 인접한 프로그램으로 전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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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9]와 같이 강한 

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시청률의 프로그램 뒤에 

편성된 프로그램에서는 시청률 상승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𝑜𝑓 𝑖𝑛ℎ𝑒𝑟𝑖𝑡𝑒𝑑 𝑣𝑖𝑒𝑤𝑒𝑟𝑠 = 0.09565 × # 𝑜𝑓 𝑣𝑖𝑒𝑤𝑒𝑟𝑠 

[수식 2] 프로그램 시청자와 인접 프로그램 전이 시청자의 관계 

단순선형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로 설정한 프로그램 시청자 

수의 추정계수가 0.09565로, 약 9.5%의 시청자가 인접 

프로그램으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𝑅2 =  0.6434).  

그러나 프로그램 시청자 수의 10% 정도가 바로 다음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전이된다는 것은 시청률 상승에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접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접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크게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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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시청행위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간 수집된 피플미터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2012년에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한정해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개인 시청자의 시청패턴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에피소드별로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의  

시청패턴으로 나타났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전체시청, 

중도유출(초반유출, 중반유출), 중도유입(초반유입, 중반유입), 

그리고 미시청 유형이다. 이 중 전체시청 유형과 미시청 유형은 

모든 에피소드에서 동일하게 군집화 되었으나 중도유입과 중도유출 

유형은 에피소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초반유출, 중반유출, 초반유입이 군집화됐다면,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초반유출, 초반유입, 중반유입으로 

군집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에피소드마다 유입, 유출 시점에 

따라 시청패턴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접한 두 에피소드에 대하여 현재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시청자의 시청패턴에 따른 직후 에피소드의 시청량 차이를 

확인하여, 한 에피소드 내에서의 특정 시청패턴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선호를 어느 정도 반영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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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에서는 개인 시청자의 채널이동 패턴들을 종합하여 

어떠한 시청자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확인하였던 시청자 흐름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써 활용가능할 것이다. 우선 

평일과 주말 편성에 따른 시청자 흐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인기 

프로그램에 따른 변화는 있었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시청자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시청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방송사의 편성전략 즉,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연령대별 시청자 흐름을 

비교해본 결과, 60대 이상의 시청자들은 KBS1에 대한 높은 채널 

충성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시청선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두 프로그램 간에 시청자의 전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시각적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인접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전 프로그램 시청자의 약 

10% 정도가 동일한 채널에 남아 다음 인접한 프로그램의 시청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라는 비율은 분명 시청률에 

크게 기여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명확히 나타나는 선형관계를 

통해 인접효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즉, 인접효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에 있어서는 그리 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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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본 연구는 기억의존 방식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시청패턴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와 더불어 시청행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의 수를 

합산하여 시청패턴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의 시청패턴을 통해 다양한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시청시 다양한 시청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크게 5가지로 유형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청패턴 분류 결과를 

나타내(robust), 시청패턴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간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시청률과 같은 기존의 지표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인기를 측정하는데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시청패턴이 개인의 시청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면, 

향후 시청률 예측변수로써의 활용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채널이동을 종합하여 시청자 흐름을 시각화한 

결과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다. 이는 향후 시청자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청자의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채널이나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할 때, 각 연령대별 시청자 

흐름을 분석하여 향후 특정 연령대를 겨냥한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연령대의 시청자일수록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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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선택을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채널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편성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청패턴 분석의 새로운 접근법은 다양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그 한계점 또한 분명하다. 

우선 과거의 TV 시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VOD(Video on 

Demand)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최근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장비를 보유한 요즘 

시청자들은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도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플미터에 시청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TV 시청 데이터뿐만 아니라 

IPTV나 케이블 TV,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데이터도 포함해 시청패턴을 분석한다면 더욱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피플미터 데이터의 경우 개인 시청자의 시청기록을 최대한 

정밀하게 기록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신뢰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청종료 

시간이 시청시작 시간을 앞서는 경우도 발생했고, 동일한 구성원 

식별자에 다른 인구통계학 정보를 가진 시청자가 중복되어 

존재하기도 하는 등 이상 관측치들도 있었다.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에 의뢰해 각 

이상치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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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흐름 분석에서 정확하게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프라임 

시간대를 30분 단위로 나눈 구간을 사용하였다. 이는 편의상 

프로그램 편성이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시각화 한 것인데, 정각이나 30분이 아닌 시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잘못된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노드를 구성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시청자 흐름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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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ntitative Study on the 

Television Viewing Patterns 

Using People Meter Data 
 

- A Case for Prime Time TV Programs - 
 

 

Jeongwoo Ryu 

Program in Digital Contents and Information Studies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people spend their leisure time has changed to a great 

extent with the invention of the television (TV). Despite the 

introduction of various mass media, TV watching is still one of the 

most popular leisurely activities at home. In the past when there were 

fewer TV channels, it was conventionally accepted that structural 

factors, such as inheritance effects, played a major role in shaping 

people’s TV watching behaviors. Naturally, previous research on TV 

watching patterns has mostl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behaviors 

from the perspective of TV channel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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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decades, however, TV watching has entered a new 

chapter as a majority of households start to own multichannel 

televisions. With such changes, it becomes necessary to understand 

people’s TV watching behaviors at a more micro-level. That is, as a 

viewer can now actively select a TV channel of his or her preference, 

it is possible to see his or her own individual TV watching pattern. 

This paper aims to analyze individual viewer’s TV watching 

patterns, with the log data collected from the peoplemeter devices. 

There are two major findings. First, individual viewing patterns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different types. The average watching time on 

an episode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individuals’ viewing patterns 

on the preceding episode. This result implies that viewing patterns 

may reflect the viewers' preferences on the TV program. Second, each 

viewer's channel flipping pattern is aggregated to visualize the 

audience flow. This visualization can also be used as a tool to explore 

the entry-exit stream of audience with a custom view. 

This study contributes a new approach in understanding TV 

watching behaviors, with a quantitative analysis on individual TV 

viewing patterns in addition to the prior research. 

 

Keywords : television viewing patterns, watching behaviors, 

peoplemeter, data analysis, information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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