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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분석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관심도 분석

An Analysis on Internet Information using Real Time Search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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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과 최근 모바일 컴퓨팅 사용 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됨에 따라 인터넷 정보의 유

통이 공급자 중심 단방향에서 소비자 중심의 양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정보의 관심도를 측정

하는 것이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 정보제공 업체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여 1개월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 검색어의 지속시간을 분석하

여 인터넷 정보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주요어 : 실시간 검색, 키워드, 정보 지속성, 관심도

Abstract As the online media continues to evolve and the mobile computing environment has improved 
dramatically, the distribution of Internet information has rapidly changed from one-sided to consumer-oriented. 
Therefore, measuring the interest of Internet inform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suppliers and 
consumer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ternet information interest by analyzing the duration of real - time 
query by collecting data for one month by implementing real - time search word provided by domestic Internet 
information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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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라인 미디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생성

및 공유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정보

통신 방법은 신문, 방송, 잡지, 케이블 등 정보 생성자

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소비자는 컨텐츠 선택권

이 없는 단방향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

는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양방향 서비스가 더 큰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 양방향 서비스란 정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정보 제공자

는 정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양방향 서비스

는 정보 소비자가 관심을 갖는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제공자는 실질적인 정보 소비자의 관심도를 파

악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노출 또는 제공하여

다양한 제공자가 존재하는 정보제공 환경에서 정보 소

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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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포털

싸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하는 방법

이다. Naver, Daum, Nate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

보 제공 포털 싸이트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

라인 플랫폼을 정치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다[1].

실시간 검색어 분석을 통한 정보 관심도는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실시간 검색어가

가지는 정서적 특성, 시간대별 특성,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실시간 키워드를 시간대별로 분

석하고 온라인 뉴스와의 연관성을 키워드 영향력과 뉴

스 생성 및 지속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2], 실

시간 검색어의 순위변경 예측에 관한 연구[3], 검색 포

털 싸이트에서 검색어를 분석하는 연구[4] 등이 있다.

반면에 실시간 검색어는 온라인 정보 흐름을 왜곡시키

는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만약, 실시간 검색어가

운영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편집(의도적 배제 또는 추

가)될 경우 온라인 정보 제공자(콘텐츠 제공자)의 영업

이익을 저해하거나 온라인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

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에

서는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공정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5].

실시간 검색어의 영향력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실시

간 검색어 분석을 통한 인터넷 정보의 관심도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와 검증 방법

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제공 사업자인 Naver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

심정보의 지속성을 분석하고, 정보 관심도를 관찰 방안

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II장에서 실시간 검색어 수집 방법

및 수집된 데이터셋에 대하여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실

시간 검색어의 지속성과 관심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IV장에서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한다.

Ⅱ. 실시간 검색 데이터 수집

1. 타겟 시스템 및 자동화 수집도구 구현

네이버(www.naver.com)의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

어를 1위부터 20위까지 30초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네

이버는 메인 페이지에 검색어 순위를 노출하고 있으며

수년간 수집된 실시간 검색어 데이터베이스1)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네이버 데이터랩 화면

Figure 1. Screenshot of Naver Datalab

본 논문에서 필요한 실시간 검색어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동화된 수집기(crawler)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 데이터 수집기는 Selenium,

Chromedriver, Beautifulsoup, Python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수집 시작시간, 종료시간, 수집 간격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집된 키워드의 출현,

소멸 시기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를 Python

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2. 수집된 실시간 검색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수집기를 통해 2017년

4월 1일 00시 00분부터 2017년 5월 1일 00시 00분까지

30초 간격으로 총 43,201회에 걸쳐 생성된 실시간 검색

어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1개월간 수집된 전체 키워

드 개수는 5,004개 이다.

Ⅲ. 검색어 지속성 및 관심도 분석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5]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검색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점수 산출 수식은 수식 (1)

과 같다.

1) datalab.naver.com/keyword/realtimeList.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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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에 따른 검색어 지속시간(30일)

Figure 2. Keywords persistence on time series (30 days)

그림 3. 시간에 따른 검색어 지속시간(1일)

Figure 3. Keywords life time on time series (1 day)

수식 (1)은 검색량 증가, 반복패턴 제거, 특정기간,

주간 단위 반복, 과거 검색 경향 등에 따른 가중치를

통해 검색어의 실시간 순위를 산출할 수는 있지만, 실

제 어떤 종류의 검색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검색

어 순위(20위) 내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불가능하다. 매 30초 단위로 순위 내에 새로 진

입하는 검색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검색어, 삭제되는

검색어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분석으로 새로 진입한 검색어가 얼마 정도 순

위 내에 지속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정 키워드가 순위 내에 새로 진입하여 존재하다가

순위 밖으로 사라지는 시간까지를 라이프 타임(life

time, LT)라 하자. LT의 형태를 그림 2와 그림 3에 표

시하였다. 그림 2,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새

로 진입한 검색어의 시간 흐름에 따른 특별한 연관관계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LT가 큰 것부터 내림차순

으로 정렬한 후 관찰하면 특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LT 내림차순 정렬에 의한 분포

Figure 4. LT value distribution sorted by descending order

그림 4는 LT가 큰 키워드를 순서대로 정렬한 그림

으로 long tail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극히 일부의 키

워드들이 높은 LT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키워드들

은 100분 미만의 지속시간을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지속시간이 1200분(20시간) 이상인 키워드는 21개이며,

600분(10시간) 이상 검색어 순위에 머무르는 키워드의

경우는 101개로 전체 키워드의 2.0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발생 패턴을 수학적으로 정형화함으

로써 발생 경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long tail 형태를 보이는 LT 분포

가 Power Law (PL)를 따르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동화

된 분석 도구는 [6]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PL 분포는 heavy tail을 가지는 대표적인 분포로써

분포의 오른쪽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

은 분포이다. PL 분포는 기존의 확률분포 또는 평균/표

준편차 기반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미국의 인구통계 조사에 따르

면 도시(town, city, village)당 평균 인구는 8,226명 이

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어(LA, 뉴욕

등 대도시에 집중) 일반적 평균을 이용한 분포로 현상

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PL 현상은 자

연적 또는 인공적 결과물을 관찰할 때 빈번히 발생하

며, 승수값(power)을 이용하여 잘 설명할 수 있다. 대표

적 분야는 천체물리, 언어, 신경망 등이 있다 [7-10]. 일

반적으로 수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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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는 확률, 는 관측값, 는 상수

파라미터(exponent 또는 scaling parameter로 칭함)

수식 (2)에서 의 최대값 범위는 한정되지 않기

그림 5. LT CCDF 분포  ≥ 
Figure 5. LT CCDF distribution  ≥ 
표 1. Power Law 분포 분석결과

Table 1. Analysis Results on Power Law Distribution

Parameter Description Value

 Scaling parameter 2.174

 Standrad deviation 0.111

min  구간 중 최소 값 15.000

때문에    범위에서 표준편차가 정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위에서는 평균이 정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표준편차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정규

분포 등에서 관측값 분석 한계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PL 분포는 Scale-free system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2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정

리하였다. 분석 결과 Scaling parameter 2.174로 PL 분포

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LT 존재 분포

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CDF)

는 그림 5에 표현하였다. 그림 5에서 파란색 실선은 실측

값, 붉은색 점선은 이론적 예측값을 표현한 것으로

min  (즉, LT값이 15분 이상인 모든 자료)에 대하
여 PL 분포와 실제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Ⅳ. 실험결과 분석

1. 인터넷 정보 관심도 측정 지표

인터넷 정보 중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 검색어를 관찰하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포털 정보제공 서비스(네이버)

를 대상으로 실시간 검색어의 LT를 관찰하였다. LT는

시간대별로 다양한 특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도는 특정 검색어의 지속시간을 관찰함

으로써 수치화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검색어(LT)

의 지속시간 분포 성향과 특징을 기반으로 인터넷 정보

관심도를 분석한다.

2. 인터넷 정보 관심도 분석

실시간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PL 분포의 LT값이

15분 이상에서 유의미한 분포를 의미하는 것을 III장에

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에 있어 유의미한

관심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검색어는 약 15분 이상 실시

간 검색어 순위에 지속되어야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실시간 검색어는 30분 이내의 LT값

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 데이터의 경우 전체 검색어의

99.58% 검색어가 30분 미만의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관심도

를 LT 측면으로 분석할 경우 99% 이상의 관심 정보

(검색어)는 단기간의 관심을 보인 이후 쉽게 소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위 2%의 특정 검색어

는 10시간 이상 관심도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 정보 관심도가 PL 특성

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정보의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

하여 국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업체의 실시간 검색어

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자동화된 자료수집 도구를

설계/구현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및 가공 시스템을 추

가로 구현하였다. 1개월 검색어별 지속시간(LT)를 조사

하여 LT가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검색어는 PL분

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넷 검색어의 관심

도를 LT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측정 지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4, pp.337-341, November 30,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41 -

※ 이 논문은 2018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산업
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
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표를 구상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인터넷 정보

관심도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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