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TV를 보는 시대는 이

제 옛날 얘기처럼 들린다. 전국민이 스마트폰, 태블

릿 등의 기기를 하나 이상은 소유하고 있고, TV보

다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더

자주 접하는 세대가 나오고 있을 만큼, 콘텐츠를 접

하는 소비시장의 변화는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아직도 집안의 고정형 TV를

기반으로 수천 가구의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

하여 발표되고 있으며 통용되고 있다. 

전국노래자랑과 무한도전의 시청률의 차이가 크

지 않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한도전의 시청률

이 10%로 다음날 발표되지만, 주변에 무한도전을

안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최근의 종편의 시청

률 1%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편의 인기 있

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으로 TV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과 더불어 개인용 모바일기기 및 VOD로 보는 이용

행태가 일반적인 시대에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TV시청행태 변화, 즉, 모바일 및 VOD 시

청 증가에 따라 시청률 조사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시청률 조사방법 개선에

착수했다. 이러한 시도는 수년 전부터 시도해오고

있으며,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시청률 조사

기관에서도 통합시청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

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통합시청률(Total

Screening Rate)은 전통적인 시청률 측정방식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시청은 물론 수 일

(7일 혹은 3일 등)이내 TV 다시보기(VOD)까지 포

함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도

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N-스크린시대에 맞는 시청

률 개선, 새로운 통합시청률 산정에 대한 산업전반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

도 이루어져 있고, 그 구현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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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로 보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빠른 의사결

정을 도울 수 있는 실시간 처리 기술을 적극 활용하

여 미래의 통합시청률에 활용할 기술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시청률은 통화(Currency)다.

시청률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방송사의 편성

담당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전략적인 편

성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광고주에게는 한정

된 광고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광고 전

략 수립에 필요한 근거가 되며, 정부의 방송 정책수

립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 시장과 시청자 접근권

을 판매하는 광고 시장, 이 두 시장을 연결하는 교

환기준으로 시청률의 의미가 더욱 높다. 특히, 방송

사는 광고로 재원의 상당부분을 조달하고 있는데,

시청률은 방송 광고 시간을 구매하고 판매하는데

필요한 통화와 같다.

방송사에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척도와 같

은 시청률, 광고사업자에게는 비용 효과적인 광고

집행에 필요한 척도로서 시청률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시청률 조사방식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2. N-스크린 시대와 VOD 시청 확대

<그림 1> 자료(기기별 주당 평균 TV 시청 시간)

에서와 같이 TV 이용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모바일

기기로의 시청시간은 증가한다. TV 소비방식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통신 3사(KT미디어허브, SK브로드밴드,

LGU+)와 CJ헬로비전, 현대HCN과 같은 케이블방

송사업자의 모바일 TV서비스 가입자가 2천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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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ricsson ConsumerLab TV & Media 2013 Stud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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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박하고, 유료가입자 또한 400만명에 이를 정도이

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방송, VOD 콘텐츠에 대

한 소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인 구글 크

롬캐스트, 애플TV, CJ헬로비전의 티빙스틱 등을

통한 콘텐츠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IPTV 가입자 1000만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

다. IPTV 등 디지털 TV를 통한 VOD 시장도 급성

장하고 있다. 20여만 편의 VOD가 제공이 되고 있

고, 방송 후 10분 이내에 VOD가 바로 제공, 소비되

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천 회 이상 구매되고 수십

억의 매출이 발생하는 VOD도 나오고 있으며, 이런

VOD 이용 추세는 갈수록 늘고 있다.

N-스크린을 통한 콘텐츠 소비와 접촉이 늘어나

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과 OTT가 지속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며, 실시간 방송이 아닌 VOD를 통한 콘

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3. 현재의 시청률 조사 방식

1960년대부터 TV 시청률 조사가 시작되었다.[2]

초기에는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시작되었는데, 전화

를 걸어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를 조사하는 방

식이다. 전화를 걸어 어제 하루 동안 시청한 프로그

램을 모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응답자의 기억에 의

존하는 방식으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일기식 조사 방법이 있다. 즉, 시청자가

시청 행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기 쓰듯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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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바일 TV 사업자 동향

<그림 3> 전자신문 2013.12 <그림 4> 아이뉴스 2012.5

203개채널 수

총VOD편수

해외드라마 편수

MV/공연실황 편수

교육/키즈 편수

영화(무료영화) 편수

애니메이션 편수 1만 7210편

5960편 (1560편)

4780편

7만1240편

18만3040편 11만580편 8만8630편

2만2520편 1만514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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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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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1,648

1,951 1,9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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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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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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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1본본:02본본  14. 11. 6.  본본 11:07  Page 70



성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록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사방식을 보완한 획기적인 방식이 피플

미터(peoplemeter) 방식이다. TV 수상기에 피플미

터라는 시청률 측정장치를 부착해 자동으로 방송

시청이력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측정의

오류는 현저히 낮아지지만, TV 시청 시작시, 장시

간 미시청 등을 시청자가 직접 조작이 필요하므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TV 시청

이 가능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학적으로 선별한 5000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 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수천가구로부터 다음날 새벽 2시에 수

집된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 생성을 위해, 편

집규칙과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해 시청률을 산정하

고 오전 9시경에 발표가 되는 방식이다. 데이터 신

뢰도 향상을 위해 전화동시 조사도 실시하고, 선정

된 패널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로 한다. 

휴대용 피플미터(PPM, Portable People Meter)

라는 것도 있다. 개인 시청 여부를 일일이 리모컨으

로 입력해야 하는 피플미터의 단점을 보완하고 몸

에 지니고 다니면서 집 안팎에서 시청하는 TV방송

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피플미터 방식은 5,000가구 미만 패널의 제한된

데이터, 집안 TV 수상기에 국한되었다는 점 등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새로운 시청률 조사방식

모집된 패널 기반 집안 TV수상기 위주의 피플미

터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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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GB닐스미디어리서치 시청률조사 방법

기초조사 실시(Estabilshment Survey)

Data Base로 통합

People Meter 설치 Polling
(시청 기록 수집)

패널선정

시청률 자료 분석 프로그램 모니터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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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고 있다. 앞서 얘기한 통합시청률(Total

Screening Rate)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합시청률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물론 아직 시범

조사에 그치고 있지만 기존 피플미터의 전통적 시

청률에 PC 및 모바일에 버추얼미터라는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시청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VOD 또한

시청률에 포함하는 통합 시청률 측정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1,000명의 패널을 선정하는 샘플링 방식

이지만, N-Screen, VOD를 포함했다는데 큰 의미

가 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일부국가는 이미 도입 후 시행 중이고,

2014년에는 영국, 미국 등도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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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송통신위원회 2013

<그림 7> KT DIGIECO - 해외 국가의 통합시청률 도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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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외에도 모바일기기, PC 등의 N-스크린에서

소비되는 콘텐츠가 대상이 되고, VOD시청 포함과

아울러 OTT(Over The Top)도 대상이 된다. 

전통적인 TV 시청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을

통해 광고집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트위터 등 SNS까지 분석에 포함하

는 안도 나오고 있다. 닐슨의 연구에 따르면 SNS상

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가 14% 증가하면

실제 시청률도 1%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기존 집안의 TV로 국한된 전통적 시청률 산정 방

식에서 N-스크린, VOD, SNS 등 다양한 매체, 소

비 등을 아우르는 통합 시청률 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5. 빅데이터 시대의 시청률 조사 구현 방식

위에서 말한 새로운 통합시청률에 대한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현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다. 하루 수십T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초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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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ricsson ConsumerLab TV & Media 2013 Study

<그림 9> ollehtv 실시간 인기채널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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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순식간에 분석하는 실시간 분석의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다. 고비용의 HW, SW로도 가능하지

만, 오픈소스 기반의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쉽

게 구축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시청률 조사분석의 구현 방식도 고려

해볼 만 하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통합시청률을 구현하

면 아래의 내용들이 가능하다.

첫째, 5,000천가구 미만의 패널조사가 아닌 전수

기반의 조사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피플미터로 수집하여 익일 제공되는 시청

률을 실시간(Real-time)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가구 구성원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시청

패턴을 활용하여 유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 광고효

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화된 맞춤 추천에 활용

이 될 수 있다.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를 쉽게 분석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기기의 다양한 로그를 어렵

지 않게 분석할 수 있어 N-스크린의 다양함의 장

벽을 넘을 수 있다.

<그림 9>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실제 사례이

다. 2013년 7월에 상용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550만 ollehtv셋톱박스의 전체 로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실시간 분석한 결과로 현재시간 가장 인

기 있는 채널의 순위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실제로

1분 단위로 전체 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급

등 프로그램 등을 실시간 산정하고 있으며, VOD에

대한 시청률 또한 산정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사용된 빅데이터 기반의 ollehtv 실

시간 시청률 분석시스템에 활용된 오픈 소스 기술

요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0>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실시간 시청률을

분석하는 시스템의 흐름을 요약한 그림이다. 

- 550만 olleh TV 전체 가구의 셋톱박스가 대상

이며, 실시간 채널 시청이력과 VOD 시청이력

의 데이터가 대상이다.

- Apache Flume[3]이라는 오픈소스를 통해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실시간뿐 아니라

배치로도 수집이 가능하다. 다양한 정형, 비정

형의 데이터,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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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ktollehtv 실시간 시청률 분석시스템(kth DAISY솔루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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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표적인 오픈소스이다.

- 수집된 정형, 비정형의 데이터에서 Apache

Storm[4]이라는 오픈소스를 통해 시간순 정렬

(Sorting), 필요 없는 데이터 정리(Cleansing)

등의 데이터 정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이후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한 전처리를 수행한다.

Apache Storm은 Real-time Hadoop이라 불

리며, 배치(지연) 분석이 아닌 실시간 분산 전

처리가 가능한 오픈소스이다. 

- 실시간 시청률을 계산 처리하는 오픈소스 모듈

은 유입되는 데이터 량에 상관없이 1/1000초

미만의 처리속도로 다양한 계산과 패턴 매칭

검색이 가능하다.

- 산정된 시청률은 API를 통해 TV서비스 제공

하거나 운영자를 위한 Live Chart 제공,

DBMS에 저장하여 필요한 어느 곳에든 즉시

제공이 가능한 구조이다.

-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는 Apache Hadoop[5]의

파일시스템인 HDFS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

여 R[6], Pig[7], Mahout[8], MapReduce[9]

등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위 시스템을 통하여 전수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Real-time) 시청률 제공이 가능하다. 전수 데이터

로 분석이 되어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며, 실시간

으로 시청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현재 ollehtv 실시간 시청률 분석시스템

에서는 실시간 채널/프로그램/VOD 시청률과 실시

간 통합시청률, 실시간 급등 프로그램, VOD 지역

별, 카테고리 별 시청 정보 등을 생성하여 편성운영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도 VOD 시청이력 기반의 개인화된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도 시작했다. 

셋톱박스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개인 시청률이

아닌 가구 시청률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각

가구의 구성원을 조사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장벽이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

석을 통해 가구의 구성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가구별 시청이력으로 주부, 어린이 등이 있는 가구

인지, 1인 가구인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완벽하지

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실제로 상

품추천, VOD 추천을 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방

식이다.

위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은 하루 10TB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이 가능하고, 수백

TB 이상의 데이터를 즉시 사후분석이 가능하다. 기

본적으로 분산 환경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으로 데이

터 량이 늘어날수록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고 데이

터 량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있다.

N-스크린의 다양한 로그를 실시간 또는 배치로

수집하여 통합시청률을 구현하기에 즉시 활용한 플

랫폼과 아키텍처가 많이 존재하며, 실제 운용되고

있는 플랫폼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구현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며..

N-스크린을 통한 콘텐츠를 접하고, 실시간 방송

뿐 아니라 VOD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수십, 수백 TB의 데이터를 순식

간에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손쉽게 분석하는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의 시대를 맞이했다.

N-스크린, VOD가 적용된 통합시청률이 구현

된다면, TV 프로그램 시청률 지형과 광고시장, 콘

텐츠 생태계는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숨겨진 시청

률, 광고의 황금시간대 다변화, 실시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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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전용, N-스크린 타깃콘텐츠 등 예상되는 일

들은 아주 많다.

실시간 채널과 VOD가 소비되는 N-스크린, 다

양한 TV사업자의 대용량의 다양한 정형, 비정형의

로그를 일괄 수집하여 특화된 통합시청률 산정 알

고리즘을 개발하여 초단위 미만의 실시간 시청률

제공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패널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N-스크린, VOD 이용행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방송사업자, 광고사업자, IPTV사업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진을 한

다면 IC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통

합시청률의 표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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