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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TV 채널수가 증가하고 TV시청률 조사를 위한 패널의
수도 많아지면서 TV시청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 RDBMS 기반의 시청
률 분석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클러스터 기반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인 맵리듀스와 티맥스데이터
社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인피니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특성 및 쿼리 종류에 따른
RDBMS, 맵리듀스, 그리고 인피니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 언론정보분야 분석에서 광고시청률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대체로 비례했지만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비례
하지 않는 시간대도 있음을 확인했다.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

∼

20 21시는 광고시청률이 하락하고, 주중 20 21시 광고효율성은
모든 시간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연구에 사용된 세 가지 시스템
은 인피니데이터, 하둡 그리고 RDBMS 순서로 성능이 좋았다. 하
지만 쿼리에 따라 시스템들간 상당히 다른 성능을 보였고, 그 차
이를 확인했다.

주요어 : 빅데이터, 맵리듀스, 인피니데이터, 시청률, 광고효율성
학

번 : 2012-20830

- i -

목

제 1 장 서론

차

·······························································

1

제 2 장 관련 연구 ·······················································

4

2.1 시청률

··············································································

2.2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

4
5

제 3 장 배경지식 ······················································· 10
3.1 시청률 조사 방법

·························································· 10

3.2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
3.3 가구 시청률과 개인 시청률
3.4 광고효율성(ADRATIO)

······························ 11

······································· 12

·············································· 13

제 4 장 데이터셋 ······················································· 14
제 5 장 데이터의 전처리 ········································· 15
제 6 장 시청률 계산 ················································· 18
제 7 장 언론정보분야 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및 분석 ··············································· 22
7.1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
7.2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광고 시청률 변화
7.3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 변화

············ 23
·········· 24

······························ 27

7.4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의 변화

················ 32

제 8 장 성능 평가 ····················································· 35

- ii -

8.1 시청률 계산 쿼리
8.2 쿼리 수행 시간

·························································· 36

······························································ 38

제 9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 41
참고문헌 ········································································ 43
부록 1. 분당 시청률 쿼리 및 수행시간 ··············· 45
부록 2. 프로그램 시청률 쿼리 및 수행시간

···· 50

부록 3. 광고 시청률 쿼리 및 수행시간 ··············· 55
Abstract ········································································ 59

- iii -

그 림

목 차

그림 1

맵리듀스의 동작 과정 ·············································· 6

그림 2

맵리듀스와 하이브의 비교 ······································ 7

그림 3

인피니데이터의 구조 ················································ 8

그림 4

인피니데이터와 빅데이터 솔루션과의 연동 ········ 9

그림 5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성 ·········································· 12

그림 6

데이터 전처리의 단계 ·············································· 16

그림 7

분당 시청률 계산 ······················································ 20

그림 8

프로그램 및 광고 시청률 계산 ······························ 21

그림 9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 ·········· 23

그림 10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광고 시청률 ·················· 24
그림 11 요일별 광고 시청률 ·················································· 25
그림 12 평일과 토요일 오후 8시 프로그램 편성표의 예

26

그림 13 주중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 ·························· 28
그림 14 토요일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 ······················ 29
그림 15 평일과 토요일 오후 7시 프로그램 편성표의 예

30

그림 16 주중 오후 7시의 채널별 시청률 ·························· 31
그림 17 토요일 오후 7시의 채널별 시청률 ······················ 31
그림 18 주중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효율성 ················ 32
그림 19 주말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효율성 ················ 33
그림 20 분당 시청률 계산 쿼리 ············································ 36

- iv -

그림 21 프로그램 시청률 계산 쿼리 ···································· 37
그림 22 광고 시청률 계산 쿼리 ············································ 37
그림 23 시청률 계산 - 소요시간 ·········································· 39

- v -

제 1 장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데이터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방송 및 광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채
널의 증가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 방송플랫폼 업계의 성장으로
인해 각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및 데이터의 양도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1].
방송 매체의 이용행위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
해 지금까지 여러 방법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광고업계, 방송사, 시
청률 조사업계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 또한 시청자들의 미디
어 이용행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TV시청률
(이하 시청률) 조사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방송시청행위를 보다 객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방송사 및 광고사에 가장 중요한 지표
로써 활용되고 있다[2].
채널의 수, 광고 및 광고주의 수,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의 수
가 늘어나면서 시청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

1

했다. 기존 언론정보분야 연구들은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가진 응용프로
그램이나 RDBMS등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청률 분석을 위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
요되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시간대, 특정 프로그램, 짧
은 기간 등으로 한정된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시스템 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새로운 시스템의 활용이 필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커지면서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TV의 시간대별 시청률

A A O

과 광고효율성( DR TI )[3]을 계산하고 언론정보분야 연구 [4]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시스템 중

첫 번째는

품

RDBMS 제

Oracle)[5]이다. 두 번째 시스템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를 분산 컴퓨팅에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구글에서 발표한 소
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맵리듀스(MapReduce)[6]이다. 마지막 시스템도
역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국내 RDBMS 중 하나인 티베
로(Tibero)[7]를 비공유(Shared-nothing)구조의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수
평적 확장을 지원하는 인피니데이터(InfiniData)[8]이다. 연구를 위하여
지상파 방송 3사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의 모든 프로그램
을 대상으로 3년간의 일일 시청률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
고시청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따른 광고효율성(ADRATIO)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4]에서 4주 동안 지
상파 방송 3사(KBS2, MBC, SBS)의 정규프로그램 일일 시청률 자료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4]의
연구에서 광고시청률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대체로 비례하는 결과를 보
중 하나인 오라클(

였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비례하지

∼

∼

않는 부분도 있음을 확인했다. [4]의 연구에서 주중 17 23시, 주말 17

2

꾸준히 증가하는 구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20∼21시 사이에 광고시청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고 주중 20∼21시의 광고효율성 또한 모든 시간대 중 가장
21시는 광고시청률이

낮았다.

같다. 2장에서는 시청률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한다. 5장과 6장은 시청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률 계산을 위한 전처리와 프로그램 시청률 및 광고시청률의 계산에 대해

살펴본다. 7장에서는 기존 언론정보분야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8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스템들의 성능을 평가한다. 마
지막으로 9장은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논한다.

3

제 2 장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언론정보 분야
의 많은 연구자들이 시청률과 관련하여 수행한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살펴본다. 그 다음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시스템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2.1 시청률

료란 무엇인지, 시청률 자료 산출 현황에 대한
연구로 시청률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는지를 밝혔다. [10]에서는 시청률 계산에 있어 목적에 따라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말한다. 또한 프로그램 시청률, 광고
시청률, 가구 시청률 그리고 개인 시청률의 특징 및 계산 방법을 설명하
[9]에서는 TV 시청자

고 있다.
시간대별 프로그램과 광고 시청률의 변화와 광고효율성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해 전체 방송시간을 2시간 단위로 분류하여 각 시간대별 프로

4

그램과 광고시청률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인 [4]에서는 프로그램 시청률

이 커지면 광고 시청률도 커지고, 프로그램 시청률이 낮으면 광고 시청

결

률도 낮아지는 연구 과와 주말보다는 주중의 광고효율성이

슷

보였다. 이와 비 한 연구로 [11]은 지상파 방송 3사의

료

더

높음을

월화드라마와 같

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청자 를 활용해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의 차이를 분석했다.

것은 시청자들
이 TV 시청 시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동을 한다는 것과 그러
한 행태의 차이가 광고와 프로그램 방영 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12]에서 밝혔다.
광고효율성(ADRATIO)[3]은 다나(Danaher)가 처음 제시해 사용한
용어로 프로그램 시청률에 대한 광고시청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 것
이며 광고회피로 인한 광고시청률과 프로그램시청률 간의 차이를 나타내
는데 적합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11].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이 각기 차이가 나는

2.2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글

ap educe)[6]는 대용량 데이터
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모델이다. 그림 1과 같이 크게 Map()이
동작하는 부분과 Reduce()가 동작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Map()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키(key)와 값(value) 형태의 쌍으로 중간결과를 만들고
이를 Reduce()로 보낸다. Reduce()에서는 이 중간결과를 키(key)를 기준
으로 병합시킴으로써 연산이 종료된다. 맵리듀스는 단순히 Map()과
Reduce()를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도 수 초 내지 수십 초가 소요되고, 중
구 이 논문으로 발표한 맵리듀스(M R

5

결 생성하고 이를 다른 노드로 보내기 때문에 네트워크 및 디스크
입/출력의 부하가 있다. 하지만 고가의 서버급 컴퓨터가 아닌 일반 컴퓨
터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존 시스템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능을 낸
간 과를

다.

그림 1 맵리듀스의 동작 과정

글

GFS (Google File System)[13]
를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하둡(Hadoop)[14]이다. 하둡
은 맵리듀스와 GFS의 특징을 갖고 있기에 관련 기업들 그리고 개인에
게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와 SQL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하둡으로 바꿔야 할
문제가 있었다. 하이브(Hive)[15]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현했
다. 하이브는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하이브 쿼
맵리듀스와 구 의 또 다른 논문인

6

H eQL)라 부르는 SQL 호환 언어를 제공한다. 그림 2는 맵리
듀스와 하이브에서 단어의 개수를 세는 코드[16]이다. 맵리듀스에서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 하이브가 훨씬 간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이브 쿼리 언어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검색하는데 효과적이고 꽤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6].
리 언어( iv

그림 2 맵리듀스와 하이브의 비교

7

그림 3 인피니데이터 구조

nf n ata)[8]는

maxData)社에서 무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확장을 제공하
인피니데이터(I i iD

티맥스데이터(T

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DBMS)이다. 기존 RDBMS의 사용

원
범용 RDBMS인 티베로(Tibero)[7]를 그림 3과
같이 비공유(Shared-nothing)[17] 구조로 구성한다. 비공유 구조는 저장
매체와 각 유닛 노드의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Locking
을 제거 할 수 있고, 각 노드에서는 경합 없이 디스크 입/출력, 네트워크
대역폭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공유 구조의 클
러스터 시스템의 특징으로 수평적 확장[18]을 지원한다. 인피니데이터는
성을 그대로 지 하면서

8

Hadoop connector를 통해 그림 4와 같이 빅데이터 처리의 요구 사항과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통합을 지원한다. External Table 기능을 통해 데
이터를 액세스함으로써 다양한 포맷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 테이블과 동
일한 방법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그림 4 인피니데이터와 빅데이터 솔루션과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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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필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3.1절에서는 시청률 조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3.2절
에서는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에 대해 설명한다. 3.3절은 가구
시청률과 개인 시청률에 대해, 그리고 3.4절은 광고효율성에 대해 알아본
이

다.

3.1 시청률 조사 방법

료 산출은 1987년 이후 주로 일기식이나 전화조
사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대행사의 매체 기획 시 참고자료로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이런 조사방법들은 기초자료 조사 시 광고 블록 단위 및 분
단위 시청률 자료 수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방송사는 물론이고 광고주
와 광고대행사들에게도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지 못
국내에서 시청률 자

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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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le Meter) 조사 방법은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이 언제, 어떤 채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전자기기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되는 방법으로 1990년 후반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했
다. 즉 각 방송사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하여 주파수의 변화를 피플미터는 초단위로 측정한다. 또한 TV를 시
청하고 있는 패널의 개인정보도 시청자가 해당 기기에 자신의 번호를 눌
러 줌으로써 동시에 측정된다. 피플미터 조사방법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TV시청률 조사방법 중 가장 신뢰도가 높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되
피플미터(P

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9].

3.2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

같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는 토막광고가 들어가고,
프로그램 안에는 프로그램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시청률’은
그림 5에서의 ‘현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프로그램 광고를 포함) 시간
동안의 시청률이다. 프로그램 시청률은 1분 단위로 측정되고, 프로그램
편성시간 중 10/100을 프로그램 광고로 사용할 수 있다[19]. 예를 들어
60분짜리 드라마는 6분이 프로그램 광고를 위해 쓰일 수 있다. 프로그램
시청률은 해당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분 단위 누적시킨 시청률의 평균이
다. 예를 들어 22시부터 23시까지 방영된 드라마는 그 사이의 분 단위
시청률을 더하여 프로그램 길이로 나누면 된다.
광고 시청률은 그림 5의 ‘프로그램 광고’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의 시
그림 5와

청률이다. 광고 시청률도 기본적으로 1분 단위로 산정되고 광고시작점이

준

초

기 이 된다. 21시 50분 55 에 나간 광고는 21시 50분에 해당하는 분

11

단위 시청률이 적용된다[10].

그림 5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성

3.3 가구 시청률과 개인 시청률

가구 시청률은 전체

텔레비전 소유가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에

서 특정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반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가구 시청률은 시
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가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해당 채널을
시청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대략적인 시청자의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연구를 위해 보다 자세한 수치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인 시청자

[10].

실제로 특정 채널
과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 가능하며 인구
통계학적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원하는 특징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고 더 구체적인 수준의 연구도 가능하다[10]. 본 연구에서
개인 시청률은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들 중

12

는 개인 시청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4 광고효율성(ADRATIO)

A A O

눔

광고효율성( DR TI )[3]은 광고 시청률을 프로그램 시청률로 나

람

느 정도의 사람이 해당 프로그

으로써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 들 중 어

뒤에 있는 프로그램 광고를 시청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광고 시청률 / 프로그램 시청률 * 100)이다. 시청자들이 광고시간에 얼
마나 많이 해당 채널에서 이탈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광고
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20].
램의

앞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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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료 닐슨코리아(Nielsen)에서 2010년 7
월 1일 ∼ 2013년 7월 31일까지 3년 동안 조사한 자료로서 82개 채널,
전국 7,226가구, 23,980명의 피플미터자료[9]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의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
그램 광고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일일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 는

청률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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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전처리

같이 크게 다섯 단계를 거
친다. 먼저 데이터를 필요한 항목에 대해 파싱(parsing)하고, 파싱된 데
이터를 통합(integration)한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표시 기준을 바로
잡는 것과 같은 데이터 변환 작업을 하고, 필요한 항목이 온전하지 못한
자료는 제거(cleaning)하는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추리는 작업(reduction)으로 전처리를 마친다.
[21]과 [22]에서는 각기 데이터마이닝과 머신러닝 분야의 전처리과정을
본 연구에서 데이터의 전처리는 그림 6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21]과 [22]의 연

료
때문에 파싱이 선행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파싱이 된 상태일 때 비로소 데이터의 통합, 이상값 제거 등
을 수행할 수 있다.
구와 가장 다른 점은 시청 자 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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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데이터 전처리의 단계

료 원자료(rawdata)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무슨 채널을 시청했는지 알 수 있는
시청기록 데이터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제목, 방영시간 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정보 데이터이다. 마지막은 방영된 광고의 시간, 광고주의
정보와 같은 항목을 갖고 있는 광고 정보 데이터이다. 이 원자료는 대부
분이 문자열로 표현되는 정보들을 일련의 코드로 대체하는 형식을 갖고
있어 적은 데이터의 크기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바로바로 어떤 의미를 갖는 데이터인지 알 수 없기 때문
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 파트로 이루어진 원자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는 이
자료를 시청(viewing), 가구(household), 멤버(member), 프로그램
(program) 그리고 광고(advertisement) 이렇게 다섯 데이터 파트로 나누
었다. 시청 데이터에는 원자료의 시청기록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일부 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청 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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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포함한다. 어떤 시청자가 무슨 채널을 어떤 플랫폼에서 봤는지 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가구 데이터도 역시 원자료의 시청기록에 해당하
는 일부 항목이다.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세대로써 위치, 주거형태 등
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멤버 데이터는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한 사
람 한 사람의 성별, 나이 등과 같은 정보다. 프로그램 데이터와 광고 데
이터는 각각 원자료의 프로그램 정보 데이터, 광고 정보 데이터와 같다.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눈 데이터는 일련의 코드로 되어있던 데이터를 사
람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열로 전부 치환 하였다.
원자료의 크기는 8GB였는데 전처리 후 60GB로 늘어났다. 시청 데
이터가 178,462,066개의 정보(row), 가구 데이터는 3,639,489개의 정보, 멤
버 데이터는 11,861,969개의 정보, 프로그램 데이터는 6,393,950개의 정보,
광고 데이터는 34,858,724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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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시청률 계산

본 연구에서는 시청률 계산을 위해 RDBMS, 하둡 그리고 인피니데

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사용한다. RDBMS로는 Oracle을 사용하
는데 Oracle은 업계 표준이라고 할 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RDBMS중
하나로 성능과 안정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다. 빅데이터 분석 시
스템 중 하나인 하둡은 가격이 저렴한 11대의 일반 컴퓨터로 클러스터를
이루어 사용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용이성을 위해 하이브를 같이 사
용했다. 하이브는 하둡 위에서 마치 RDBMS 처럼 데이터를 구성하고 검
색하는데 효과적이고 하이브 쿼리 언어를 제공하여 하둡만 사용할 때보
다 프로그래밍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하이브는 하둡안에 있는 데
이터를 RDBMS처럼 데이터를 테이블 단위, 컬럼 단위 등으로 쉽게 처리
할 수 있다. 인피니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RDBMS로
써 위에서 말한 하둡 클러스터와 같은 환경인 11대의 일반 컴퓨터로 클
러스터를 구성했다. 여러대의 컴퓨터에 각기 RDBMS가 설치되어 구동되
지만 사용자는 마치 한대의 RDBMS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존 RDBMS
의 사용성을 그대로 지원한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쓰던 쿼리를 대부분
이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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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처리된 다섯 파트의 데이터들을 각 시스템에 로딩할 때는 테이블
형식으로 로딩되며 정보(row)의 개수는 튜플 개수가 된다. 즉 시청률 계
산을 위해서는 2억 개가 넘는 튜플들 간의 조인 작업이 수반된다. 그리
고 하둡에서 친숙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위해 하이브를 사용하지만 하이
브 쿼리 언어는 표준 SQL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UPDATE등과 같은 쿼리는 하이브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때문에 오라클
이나 인피니데이터에서 사용하는 쿼리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그런 이유로 하이브에서 동작하는 쿼리로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 계산 쿼리들을 먼저 작성하고, 그 쿼리들을 오라클이나 인피니데
이터에서 사용하는 표준 SQL의 문법대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택
수정

했다.

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
째로 분당 시청률 계산이다. 분당 시청률은 먼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의 시간을 분단위로 지상파 4개 채널(KBS1, KBS2,
MBC, SBS)에 해당하는 모든 분에 대해 튜플을 생성했다. 그림 7의 분
당 시청률 데이터를 보면 컬럼 V_time이 채널과 매 분에 따라 나열된
튜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컬럼 Channel, V_time을 먼저 생성하고 요일
별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맞는 요일 정보 컬럼을 생성한
다. 컬럼 W_day가 요일에 해당하는데 1이 월요일을 의미하고 7이 일요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멤버 테이블에서 해당 날짜에 몇 명이 패널
이 등록되어 있는지 계산해 낸다.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수는 매
일 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날짜의 패널 수를 계산해야 한다. 그림 7
에서 컬럼 Total이 패널 수를 의미한다. 시청률 테이블로부터는 해당 분
에 몇 명이 해당 채널을 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분당 시청
본 연구에서의 시청률 계산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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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Headcount를 의미한
끝난 뒤 컬럼 Headcount의 값을 컬럼 Total값으로 나누고

률 계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림 7에서는 컬
다. 계산이
100을

곱하면 분당 시청률이 된다.

그림 7 분당 시청률 계산

두 번째는 프로그램 시청률의 계산이다. 그림 8처럼 프로그램 시청
률은 분당 시청률 데이터와 프로그램 테이블을 조인하여 얻게 된다. 프
로그램 테이블에는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해당하는 시간과 채널로 조인이 되어 데이터를 얻게 된
20

다. 프로그램 시청률계산을 위한 데이터는 채널, 시간, 요일정보, 분당 시

름 같은 정보를 갖게 된다.
마지막은 광고시청률이다. 그림 8에서와 같이 분당 시청률 데이터와
광고 테이블을 조인하여 얻게 된다. 광고 테이블에는 광고가 언제 시작
됐고, 광고의 길이(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분당 시청률 데이터가 있다
면 해당 광고가 방영된 시간의 시청률을 구할 수 있다. 완성된 광고 시
청률 데이터는 프로그램 시청률 데이터와 비슷한 구조를 이룬다.
청률, 프로그램 이 과

그림 8 프로그램 및 광고 시청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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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언론정보분야 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 및 분석

번 절에서는

이

언론정보분야 연구인 [4]의

결과와

빅데이터 시스템

얻은 결과를 비교 분석 한다. [4]에서 활용된 자
료는 2003년 10월 6∼12일, 2004년 1월 5∼11일, 4월 5∼11일, 7월 5∼11
일 까지 닐슨 코리아에서 4주 동안 조사한 자료로 400가구, 1270명, 방송
3사(KBS2, MBC, SBS)에 해당하는 피플미터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자료는 2010∼2013년 동안의 자료로 [4]의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약 9년의 시간 차이가 있고, 데이터의 크기도 수십 배 가량 차이가 있다.
또한 [4]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 두 시간 단위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시간 단위로 분석하여 기존 언론정보분야 연구에서 발견
하지 못한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시청률 그래프의 가로 축이 시
간인데 여기서 20이 의미하는 것은 20시 정각이 아닌 20∼21시 사이의
평균 시청률이다.
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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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시청률

그림 9는 [4]와 본 연구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시청률

낸 것이다. 위의 그래프가 [4]의 연구 결과이고 아래의 그
래프가 본 연구의 결과이다. 두 연구는 상당히 비슷한 그래프를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광고 시청률 그래프에서 17시 이후부터는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21시 구간은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고 21시부터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우리는 [4]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던 20∼21
시 구간의 광고시청률 하락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 변화를 나타

그림 9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
23

7.2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광고 시청률 변화

번 절에서는 광고 시청률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분석한 그래프
를 비교 분석 한다. 그림 10은 [4]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그래프
이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결과는 주중과 주말 모두 20∼21
시 사이에 광고 시청률이 하락하였다가 그 뒤는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
이

인했다. 그림 11은 모든 요일에 따른 광고시청률을 나타내고 있고, 일요

∼

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서 20 21시 사이에 광고시청률이 하락하는 수

치를 확인했다.

그림 10 주중과 주말의 시간대별 광고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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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요일별 광고 시청률

∼

실제 프로그램 편성표이
다. 프로그램 편성표를 살펴보면 MBC, SBS는 평일과 토요일 모두 20시
부터 뉴스를 방영하고, 그 뒤에는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이 이어 진
다. 그러므로 MBC, SBS는 그 사이에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KBS2
와 같은 경우는 평일에 드라마-시사교양-예능이, 주말에는 드라마-예능
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그림 14와 같이 토요일의 경우 KBS2에서 방영
되는 주말드라마는 동시간대 프로그램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기에 MBC, SBS의 8시 뉴스가 끝나고 방영되는 광고를 시청하는 시청
자의 수는 많지 않고, 광고를 보지 않고 다른 채널로 넘어가는 광고 회
피 현상도 빈번히 일어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채널은 KBS1이다. KBS1
은 광고가 없는데다가 ‘KBS 뉴스 9’은 KBS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특히 평일 8:25분에 방영되는 드라마 또한 ‘KBS 뉴스 9’과
비슷한 시청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20시∼21시 사이에 프로그램 시청률은
그림 12는 평일과 토요일 20 22시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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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승 곡선을 그려오다가 갑자기
하락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시간대에 프로그램들 간 경쟁이 치열
하고, 채널 간 프로그램의 시간 배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상 하지만 광고 시청률은 상

그림 12 평일과 토요일의 오후 8시 프로그램 편성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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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 변화

왼쪽이 주중 오후 8시의 프로그램 편성표인데 KBS2에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은 8:30분 전후 3분가량 그리고 8:55분 전후 3
분가량이다. MBC와 SBS는 8:55분 전후 5분가량이 광고가 방영될 수 있
그림 12의

는 시간대이다. 그리고 그림 13은 주중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인데

바탕으로 그림 13을 살펴보면 MBC는 ‘MBC
뉴스데스크’가 끝나는 8:50부터 8:57분까지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SBS는 8:54분부터 8:57분까지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KBS1의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MBC의 시
청률이 하락하는 8:50분부터 8:57분까지는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
는 MBC와 SBS의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광고가 시작했을
때 일부 시청자들이 KBS1으로 채널을 변경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또한 KBS1은 8:57분 이후에 시청률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이는 드라마
종료 후 뉴스가 시작하기 전 시간대이므로 여기서 일부 시청자들이
MBC와 SBS로 넘어간다. 그래서 8:57분부터 이 두 채널의 시청률이 상
승 곡선을 나타낸다. 또한 MBC와 SBS는 8:55∼8:57분 까지는 프로그램
광고 방영시간이고 8:57분 이후는 본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러므로 시청자는 MBC와 SBS에서 방영되는 광고들을 시청하지 않고 바
로 본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는 각 채널들 간 프로그램
이 불과 2∼3분 엇갈려 편성 될지라도 광고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의 편성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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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주중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

쪽

그림 12의 오른 이 토요일 오후 8시대의 편성표이고 그림 14가 토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오후 8
시 시간대에서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MBC와 SBS의 8:45분 전
후 5분가량이다. 실제로 그림 14에서 MBC와 SBS 시청률이 소폭 하강
하는 곡선을 볼 수 있다. 이는 KBS2에서 오후 8시대에 방영되는 드라마
의 시청률이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서 MBC나
SBS로 유입되는 시청자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MBC와 SBS에서 광고를
요일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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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에서 흡수하는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효율성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
고 그림 11과 같이 광고시청률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을 설명할 수 있다.
회피하는 시청자들까지

그림 14 토요일 오후 8시의 채널별 시청률

떨어지기 전 시간인 오후 7∼8시의 TV편성표는 그
림 15이다. 또한 평일 7∼8시의 채널별 시청률은 그림 16이고 토요일 7
∼8시의 채널별 시청률은 그림 17이다. 먼저 그림 15의 왼쪽 편성표가
광고 시청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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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의 편성표인데 그림 16과 비교하면 편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채널별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10∼7:20분 사
이는 KBS1, MBC, SBS가 동시에 프로그램 종료,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
각이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을 보던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
되어 채널을 변경해도 역시 광고가 방영되고 있는 시간이다. 그것으로
인해 광고 시청률이 높고 7:50∼8:00시 구간도 KBS2, MBC, SBS 이렇
게 3개 채널의 프로그램의 종료, 시작이 맞물리는 시간대이기에 시청자
시청률이

들의 광고회피에 한계가 있고 광고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15 평일과 토요일 오후 8시 프로그램 편성표의 예

쪽

∼

그림 15의 오른 은 토요일 오후 7 8시의 편성표이고 그림 17의 채널별

KBS1, KBS2, MBC, SBS 4개의 방송사가 비슷한 시
간대에 방송이 종료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
이 특정 프로그램 시청 후 광고를 회피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결
과적으로 오후 8∼9시의 광고의 시청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시청률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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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중 오후 7시의 채널별 시청률

그림 17 토요일 오후 7시의 채널별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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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효율성의 변화

번 절은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효율성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그

이

림 18은 주중의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효율성에 대해 [4]의

큰 차이는 20∼21시의 광고효율성이다.
[4]의 연구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20∼21시의 광고효율성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수치는 80에 가깝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50이 채 안 되는 광
고효율성을 보이고, 모든 시간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는 그림 13
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청 자료의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시작
연구와 본 연구의 비교이다. 가장

그림 18 주중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효율성
32

료 후에 채널 변경이나 TV를 끄는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광
고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 요금을 책정할 때
시청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20∼21
시 사이의 광고요금을 조정 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이나 종

그림 19 주말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효율성

그림 19은 [4]와 본 연구의 주말 시간대별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효율성을 비교한

것이다. 프로그램 시청률 그래프는 거의 비슷한 곡선을
33

낸

나타 다. 광고 효율성은 기존 연구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소폭 낮긴 하

얻은 주중의 광고효율성 결과만큼의 차이는 나지 않는
다. 그림 11에서 토요일은 8∼9시 사이에 광고시청률이 하락하지만 일요
일은 광고시청률이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곡선을 보인다. 그러
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친 그림 19의 주말 광고효율성은 그림 18의
주중 광고효율성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지만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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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평가

우리가 수행한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 RDBMS를 위해
사용된 서버는 Intel Xeon 2.8GHz 8코어, 6GB RAM, 840GB의 하드디스
크를 가지며, Oracle 11g release 11.2.0.1.0 버전을 사용하였다. 하둡과
인피티데이터는 같은 클러스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11대의 노드로 구성된
다. 각각의 노드는 Intel Core i5-2400 3.1GHz 4코어, 4GB RAM, 2TB의
하드디스크를 가진다. 하둡은 1개의 잡트래커와 10개의 태스크트래커로
구성되고, 하둡 1.2.1버전 그리고 하이브는 0.11.0버전을 사용하였다. 인피
니데이터는 1개의 마스터노드와 10개의 슬레이브노드로 구성되고 2.0버
이 장에서는

전을 사용하였다.

두인
덱스를 지원한다. 그래서 모든 조인 연산의 키가 되는 컬럼에는 인덱스
를 생성하여 사용했다. 그 이외의 어느 한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튜닝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라클, 하둡과 하이브, 인피니데이터는 모

나 최적화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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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시청률 계산 쿼리

쓰인 쿼리는 그림 20과 같다. 하이브에서
UPDATE와 같은 쿼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생성 후
INSERT 쿼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WHERE절을 확인해 보면, 시
간과 관련된 컬럼은 시간의 범위(range)에 대해 조인하기 때문에 일반적
인 등가조인(e ui- oin)보다 시스템에 주는 부하가 크다.
분당 시청률 계산에

q

j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프로그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을 계산하

역시 시간과 관련된 컬럼은 특정 시간의 범위에

는 쿼리다. 이 쿼리들도

대해 조인하고 있다. 분당 시청률, 프로그램 시청률 계산 쿼리는 4개 채
널에 대해 수행되지만
시

KBS1은

광고가

KBS1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는다.

없기 때문에

광고 시청률 계산

headcount_kbs1
(v_time, headcount, channel)
t.v_time, count(*), KBS1
test3 t, viewing_kbs1 v
t.channel v.channel
trunc(v.filedate) trunc(t.v_time)
v.timestart t.v_time
v.timeend t.v_time
t.v_time

INSERT INTO

'

SELECT
FROM

WHERE

'

=

=

AND

<=

AND

>

AND

GROUP BY

;

*KBS2, MBC, SBS에 대한 쿼리도 수행

그림 20 분당 시청률 계산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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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pg_viewing p
t.channel p.channel
t.channel KBS1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

<=

AND

<

AND

;

*KBS2, MBC, SBS에 대한 쿼리도 수행

그림 21 프로그램 시청률 계산 쿼리

ad_viewing
a.channel, a.timestart, a.ad_order, a.total_break,
a.ad_length, a.cost_ad, a.cm_type, p.programdesc
ad_viewing_pre_test2 a, pg_viewing p
a.channel p.channel
a.channel KBS2
p.timestart a.timestart
p.timeend a.timestart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AND
AND

'

<=

>

;

*MBC, SBS에 대한 쿼리도 수행

그림 22 광고 시청률 계산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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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쿼리 수행 시간

a

그림 23( )는 분당 시청률 계산 쿼리 수행시간으로 오라클이 가장

랜 시간 소요되고 그 다음 하둡, 인피니데이터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분당 시청률 계산을 위한 쿼리는 40GB가 넘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오라클은 RDBMS로써 쿼리 수행 기능이 월하지만 분산처리를 기반으
오

탁

로 하는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 좋지 않은 성능이 나왔다. 하둡은 오라클

/

에 비해 1 3가량 시간이

줄었다.

인피니데이터는 이 시스템들 중 가장

원
빠른 질의 처리 기능
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 하둡은 Map과 Reduce
연산 사이에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비효율성이 있다. 때문에 인피니데이
터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b)와 그림 23(c)는 각각 프로그램 시청률 계산 쿼리 수행시
간과 광고 시청률 계산 쿼리 수행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눈여 볼 부분은 하둡의 수행 시간이다. 두 쿼리 모두에서 오라클 보
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의 크기가 분당 시청률 계산에 쓰이는 데이터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성능을

냈다.

분산 처리를 지 하고 DBMS의

겨

프로그램 시청률 계산과 광고 시청률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사이즈

G

렇 때문에 분산처리시스템인데도 불구
하고 분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의 노드 또는 두 개의 노드에
는 각기 1 B 내외의 크기다. 그 기
서 해당 쿼리를 수행한다. 데이터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제대로 된 분산

못하고 Map과 Reduce사이에서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비
효율도 수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RDBMS를 선택 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인피니데이터는 프로그램, 광고 시
청률 쿼리 계산 모두에서 다른 두 시스템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다.
처리도 해내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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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 ) 분당 시청률

( ) 프로그램 시청률

c

d 총 소요시간

( ) 광고 시청률

( )

그림 23 시청률 계산 - 소요시간

d

그림 23( )는 각 시스템에서 수행한 분당 시청률, 프로그램 시청률
그리고 광고 시청률 계산 쿼리 수행시간을

것이다. 하둡이 오라클에 비해 10

%이상

합친 것을

그래프로 나타

낸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인피니데이

터는 오라클에 비해 70%이상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분당 시청률, 프로그램 시청률, 광고 시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
당 쿼리를 수행하기 전에 관련

테이블을
39

만들고

필요한

데이터를

넣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오라클의 분당 시청률 계

산에서 31분, 광고 시청률 계산에서 1분의 추가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
고 하둡에서는 분당 시청률 계산에서 4분, 광고시청률 계산에서 1분의
추가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데이터에서는 분당 시청률 계

산에서 1분, 광고 시청률 계산에서 1분의 추가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시
스템에서 수행된 작업의 추가시간은 그림 23의 수행시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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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

료
사용했던

함

랜 시간이 소요되고, 작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본 논문에서는 시청자 를 분석 에 있어 오
은 크기의 데이터만

언론정보분야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하둡과 인피니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하고 10,000명이 넘는 패널로부터 3년간의
시청자료를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 발
견에 초점을 맞 다.
오라클, 하둡 그리고 인피니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청 자료를 분석하
위해 RDBMS와

꾀

췄

기 위해 분당 시청률 계산, 프로그램 시청률 계산, 광고 시청률 계산을
수행하는 작업은 인피니데이터, 하둡, 그리고 오라클의 순서로

빨랐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쿼리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하둡에서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분
히 크지 않으면 제대로 분산처리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라클
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 다. 인피니데이터는 RDBMS의 분석기능과 질
의 처리 기능을 갖추면서 분산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RDMBS인 오라클이 가장 성능이

충

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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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청률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대체로 비례하지만 비례하지 않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도 존재함을 확인했다. 특히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20∼21시 사이에 광고 시청률이 하락했다. 프로그램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채널들 간의 프로그램 배치가 광고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중 20∼21시의 광고효율성은 다른 시간대에 비
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주말 20∼21시의 광고효율성은 다른 시간
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저 시간대에서는 가장 낮았다.
향후 연구로는 광고를 회피하는 시청자의 행태를 파악하여 어떤 시
고

녁

청자들이 어떤 시점에서 광고를 회피하는지, 또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악

새로운 시청자의 분류를 발
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진행을 위해선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
를 파악하여야 하고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및 분
류 알고리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다면 보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고 효과적인 광고
기획도 가능할 것이다.
어떤 광고들이 시청률이 높은지를 파 하여

링

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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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당 시청률 쿼리 및 수행시간

부록 1.1 오라클, 인피니데이터의 쿼리

오라클과 인피니데이터의 쿼리는

같다.

headcount_kbs1 (v_time, headcount, channel)
t.v_time, count(*), KBS1
test3 t, viewing_kbs1 v
t.channel v.channel
trunc(v.filedate) trunc(t.v_time)
v.timestart t.v_time
v.timeend t.v_time
t.v_time

INSERT INTO

'

SELECT
FROM

WHERE

=

=

AND

<=

AND
AND

'

>

;

GROUP BY

headcount_kbs2 (v_time, headcount, channel)
t.v_time, count(*), KBS2
test3 t, viewing_kbs2 v
t.channel v.channel
trunc(v.filedate) trunc(t.v_time)
v.timestart t.v_time
v.timeend t.v_time
t.v_time

INSERT INTO

'

SELECT
FROM

WHERE

=

=

AND

<=

AND
AND

'

>

;

GROUP BY

headcount_mbc (v_time, headcount, channel)
t.v_time, count(*), MBC
test3 t, viewing_mbc v
t.channel v.channel
trunc(v.filedate) trunc(t.v_time)
v.timestart t.v_time
v.timeend t.v_time
t.v_time

INSERT INTO

'

SELECT
FROM

WHERE

=

=

AND
AND
AND

GROUP B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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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count_sbs (v_time, headcount, channel)
t.v_time, count(*), SBS
test3 t, viewing_sbs v
t.channel v.channel
trunc(v.filedate) trunc(t.v_time)
v.timestart t.v_time
v.timeend t.v_time
t.v_time

INSERT INTO

'

SELECT
FROM

'

=

WHERE

=

AND

<=

AND

>

AND

;

GROUP BY

부록 1.2 하이브 쿼리

INSERT OVERWRITE TABLE

headcount_kbs1

t.v_time, count(*)
test3 t
viewing_kbs1 v
(t.channel v.channel
to_date(v.filedate) to_date(t.v_time))
unix_timestamp(v.timestart) unix_timestamp(t.v_time)
unix_timestamp(v.timeend) unix_timestamp(t.v_time)
t.v_time

SELECT
FROM

JOIN

ON

=

=

AND

<=

WHERE

>

AND

;

GROUP BY

headcount_kbs2
t.v_time, count(*)
test3 t
viewing_kbs2 v
(t.channel v.channel
to_date(v.filedate) to_date(t.v_time))
unix_timestamp(v.timestart) unix_timestamp(t.v_time)
unix_timestamp(v.timeend) unix_timestamp(t.v_time)
t.v_time

INSERT OVERWRITE TABLE
SELECT
FROM

JOIN

ON

=

=

AND

<=

WHERE

>

AND

;

GROUP BY

headcount_mbc
t.v_time, count(*)
test3 t
viewing_mbc v
(t.channel v.channel
to_date(v.filedate) to_date(t.v_time))
unix_timestamp(v.timestart) unix_timestamp(t.v_time)
unix_timestamp(v.timeend) unix_timestamp(t.v_time)

INSERT OVERWRITE TABLE
SELECT
FROM

JOIN

=

WHERE
AND

ON

=

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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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Y

t.v_time

;

INSERT OVERWRITE TABLE

headcount_sbs

t.v_time, count(*)
test3 t
viewing_sbs v
(t.channel v.channel
to_date(v.filedate) to_date(t.v_time))
unix_timestamp(v.timestart) unix_timestamp(t.v_time)
unix_timestamp(v.timeend) unix_timestamp(t.v_time)
t.v_time

SELECT
FROM

JOIN

ON

=

<=

WHERE

>

AND

GROUP BY

=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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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프로그램 시청률 쿼리
및 수행시간

부록 2.1 오라클, 인피니데이터의 쿼리

오라클과 인피니데이터의 쿼리는

같다.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pg_viewing p
t.channel p.channel
t.channel KBS1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

<=

AND

<

AND

;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pg_viewing p
t.channel p.channel
t.channel KBS2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

<=

AND

<

AND

;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pg_viewing p
t.channel p.channel
t.channel MBC
p.timestart t.v_time

INSERT INTO
SELECT

FROM

=

WHERE
AND
A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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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v_time p.timeend
<

;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pg_viewing p
t.channel p.channel
t.channel SBS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

<=

AND

<

AND

;

부록 2.2 하이브 쿼리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pg_viewing p (t.channel p.channel )
t.channel KBS1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INSERT OVERWRITE TABLE
SELECT

FROM

JOIN

='

WHERE

=

ON

'

<=

AND

<

AND

;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OIN pg_viewing p ON (t.channel p.channel )
t.channel KBS2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INSERT INTO TABLE
SELECT

FROM

J

=

='

WHERE

'

<=

AND

<

AND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OIN pg_viewing p ON (t.channel p.channel )
t.channel MBC

INSERT INTO TABLE
SELECT

FROM

WHERE

J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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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D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

<

test6_program
t.channel, t.v_time, t.w_day, t.total, t.headcount,
t.ratings, p.programdesc
test5 t OIN pg_viewing p ON (t.channel p.channel )
t.channel SBS
p.timestart t.v_time
t.v_time p.timeend

INSERT INTO TABLE
SELECT

FROM

WHERE

J

=

='

<=

AND
A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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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광고 시청률 쿼리 및 수행시간

부록 3.1 오라클, 인피니데이터의 쿼리

오라클과 인피니데이터의 쿼리는

같다.

ad_viewing
a.channel, a.timestart, a.ad_order, a.total_break,
a.ad_length, a.cost_ad, a.cm_type, p.programdesc
ad_viewing_pre_test2 a, pg_viewing p
a.channel p.channel
a.channel KBS2
p.timestart a.timestart
p.timeend a.timestart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AND
AND

'

<=

>

ad_viewing
a.channel, a.timestart, a.ad_order, a.total_break,
a.ad_length, a.cost_ad, a.cm_type, p.programdesc
ad_viewing_pre_test2 a, pg_viewing p
a.channel p.channel
a.channel MBC
p.timestart a.timestart
p.timeend a.timestart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AND
AND

'

<=

>

ad_viewing
a.channel, a.timestart, a.ad_order, a.total_break,
a.ad_length, a.cost_ad, a.cm_type, p.programdesc
ad_viewing_pre_test2 a, pg_viewing p
a.channel p.channel
a.channel SBS
p.timestart a.timestart
p.timeend a.timestart

INSERT INTO
SELECT

FROM

WHERE

=

AND

='

AND
A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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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하이브 쿼리

ad_viewing
a.channel, a.timestart, a.ad_order, a.total_break,
a.ad_length, a.cost, a.cm_type, p.programdesc
ad_viewing_pre a
pg_viewing p
(a.channel p.channel)
a.channel KBS2
p.timestart a.timestart
p.timeend a.timestart

INSERT OVERWRITE TABLE
SELECT

FROM

JOIN

=

ON

WHERE

='

'

<=

AND

>

AND

ad_viewing
a.channel, a.timestart, a.ad_order, a.total_break,
a.ad_length, a.cost, a.cm_type, p.programdesc
ad_viewing_pre a
pg_viewing p
(a.channel p.channel)
a.channel MBC
p.timestart a.timestart
p.timeend a.timestart

INSERT INTO TABLE
SELECT

FROM

JOIN

=

ON

WHERE

='

'

<=

AND

>

AND

ad_viewing
a.channel, a.timestart, a.ad_order, a.total_break,
a.ad_length, a.cost, a.cm_type, p.programdesc
ad_viewing_pre a
pg_viewing p
(a.channel p.channel)
a.channel SBS
p.timestart a.timestart
p.timeend a.timestart

INSERT INTO TABLE
SELECT

FROM

JOIN

=

ON

WHERE
AND
AN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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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데이터

58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Program Ratings and
Advertising Ratings using Big
Data Analysis System

n up Le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i S

here have been various analyses of TV ratings as the number
of TV channels and research panels for TV ratings increase.
However, the research is time consuming because the viewer rating
analysis based on the previous RDBMS has many limits due to the
increased size of data. To solve these problems, we raised th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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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of the research by using MapReduce, which is a
programming model for disposal of massive data based on clusters,
and InfiniData, which is a distributed database management system of
TmaxDa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DBMS, MapReduce, and InfiniData by data uality and uery
types. While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shown that advertisement
ratings were proportional to the viewer ratings of the program, this
research verified that the advertisement and program viewer ratings
are not always proportional, and that it depends on time slots. The
viewer ratings of the advertisement dropped at 8 to 9 pm everyday
except for Sundays, and the efficiency of the advertisement
(ADRATIO) was the lowest at 8-9pm weekdays. The three systems
used in research had higher performance in order of InfiniData,
Hadoop, and RDBMS. However, we verified that those three systems
had uite different performances based on ueries.
q

q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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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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