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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양을 다루는 빅데이터 관련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빅데
이터는 머신러닝, 즉 딥러닝의 학습데이터가 되는 광범위한 데이터로 인공지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필수 요소
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용
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알아보았다. 주목한 점은 문화예술 콘텐츠의 유통뿐만 아니라 제작단계까지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점이
다. 특히 미국의 Netflix가 OTT사업으로 어떤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국내의 OTT 사업
체의 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후 Netflix가 축적된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 딥러닝 방식의 ‘시네매치’, 즉 
흥행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작/유통한 ‘House of Cards’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후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 산업에서 
빅테이터의 향후 활용 전망을 기술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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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g data-related research that deals with the amount of explosive inform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ctively underway. Big data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promote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 wide range of data that become learning data for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The use of deep learning and big data in various fields has produced 
meaningful results.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use of Big Data in the cultural arts industry, 
focusing on video contents. Noteworthy is that big data is used not only in the distribu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s but also in the production stage. In particular, we first looked at what kind of 
achievements and changes the Netflix in the US brought to the OTT business,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OTT business in Korea. After that, Netflix analyzed the success stories of 'House of Cards', 
which was produced / circulated through 'Deep Learning' cinematique, which is a prediction algorithm, 
through accumulated customer data. After that,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held for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s experts. In this way, the future prospects of Big Data in the domestic culture and arts 
industry are divided into technical aspect, creative aspect, and ethic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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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양을 다루는 빅
데이터 관련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활용도 주목해 볼 필
요가 있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무형
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면서,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
게 주도하며 인간의 감성을 다양한 수요와 공급원으로서 
표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빅데이터의 문화예술 산
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주목한 점은 
문화예술 콘텐츠의 유통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
츠의 제작단계까지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의 향후 목적성과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빅데이
터의 정의와 분석방법을 선행 연구하였다. 데이터의 물
리적 양인 볼륨(volume), 데이터 형태별 종류의 다양성
인 버라이어티(variety), 데이터의 신뢰성인 버라시티
(veracity), 데이터의 속도가 충분히 빠른가의 벨로시티
(velocity)를 합해서 빅데이터라고 한다[1]. IT기술의 발
전, 인터넷, 모바일, SNS등을 통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는 빅데이터가 되어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출판, 음악 산업, 스토리텔링 분야와 
영상콘텐츠의 유통 및 제작방식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
례를 살펴보았다. 영상콘텐츠는 하나의 창작물인 예술이
면서 정보재이자 경험재이고 고위험 산업인 동시에 고수
익 산업이므로 흥행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마케팅 단계에서 
사용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제작 단계에서 활용
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Netflix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인 OTT(Over the Top)[2]
사업으로 어떤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먼저 살펴보
고 국내의 OTT 사업체의 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 
후 Netflix가 축적된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 흥행 예측 
알고리즘, 즉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유통한 ‘House 
of Cards’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그간 연
구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한 
사례분석과 FGI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산업에서의 빅데이

터의 향후 발전 방향을 기술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으로 나눠 고찰하며 질적연구를 진행하였
다.

Ⅱ. 문화예술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1. 빅데이터의 정의와 분석방법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는 2011년에 빅 데이터를 “전통적인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데이터”[3]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시작
으로 규모에 초점을 맞춘 맥킨지의 정의에서 확장하여 
2013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기술과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수집, 검색, 
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경제적인 가치발굴을 수행하
도록 설계된 차세대 기술 및 아카텍처[4]라고 하였다. 즉 
빅데이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적 데이터에 비
구조적 데이터를 더해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조적 
데이터는 흔히 엑셀파일에 기입할 수 있는 인구통계, 구
매 기록, 소비자 리뷰 점수, 신용카드 사용기록과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다. 그에 반해 비구조적 데이터는 손수
제작물(UCC, 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이나 소
셜 네트워크 의견과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다. 기
술의 발달로 비구조적 데이터에 대한 비약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빅데이터 분석방법으로는 의미를 발견
하는 데이터처리 및 분석기술, 즉 의미분석 기술과 데이
터마이닝기술 및 관련기법으로 알고리즘들이 필요하다. 
그 중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평판분석, 소셜분석, 
클러스터 분석, 현실 마이닝 등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
고자 한다[5].

표 1.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들
구분 내용

데이터
마이닝

- 대용량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감춰진 지식, 기대하지 
못했던 경향, 새로운 규칙 등의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

-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보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의사결정에 적용.

텍스트 - 자연어로 구성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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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흐름에 빠르게 대처해야하는 문화예술 산업에
서 빅데이터는 SNS와 같은 비정형데이터까지 분석하여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콘텐츠의 활용을 최적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
사기관, 언론사, 광고회사, 게임, 음반업계, 연예매니지먼
트회사, 영화제작사, 출판사, 공연업체, 스포츠 회사 등
의 문화산업에서 빅데이터는 이미지분석, 트렌드분석, 
위기관리, 스토리텔링의 도구, 마케팅활용 등의 목적으
로 활용될 수 있다[5].

또한 문화산업 전반에서 활용된 빅데이터 사례로는 세
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이자 전자책 업체인 아마존
(Amazon)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읽었던 도서 목록 자
료를 분석해 새로운 책들을 제작, 추천하는 방식이다. 포
브스(Forbs)에 따르면 인터넷 라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판도라(Pandora)는 청취자 취향에 맞는 음악 추천에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8년 
동안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들로부터 프로필과 음악 청취 
행태를 수집해왔다. 예를 들어 유저가 특정 음악에 대해 
‘좋아요(Like)’, ‘싫어요(Dislike)’ 등을 클릭하면, 이를 통
해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분석했다. 음악
을 들은 장소와 시간, 단말기 등과 관련된 정보도 정 하
게 수집・분석했다. 그리고 인간 유전자 분석과 비슷한 
유형의 ‘뮤직 유전자 프로젝트(Music Genome 
Project)’를 통해 음악의 음조, 템포, 악기 등 450개에 
달하는 속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들을 데이터로 활용

하고 있다. 판도라는 월 평균 7천만 회 이상의 청취 횟수
를 자랑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다. 
이 수치는 전체 라디오 방송 청취량의 7%에 달한다. 많
은 이용자들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수집돼 활용되
고 있다[6]. 2018년 5월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하
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성
공비결을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로 
꼽는 경우도 있다. 전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eric 
emerson schmidt)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사회적, 문화
적 스타일의 추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한다’라고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
아야 한다고 하였다[7]. BTS의 세계적인 펜덤이 가능한 
이유는 공식 콘텐츠의 업로드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일상 
영상물, 비공식 음원, 인터넷 방송 등 팬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방대한 양의 온라인 콘텐츠를 팬의 요구에 
맞춰 다층적으로 제작[8]한 것에서 들 수 있다. 이를 위
하여 개별 미디어의 장단점,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콘텐
츠의 선택 등을 다양한 채널 및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한 
빅데이터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2012년 7월 
발표한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
주 연속 2위를 차지하며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싸이’의 
성공을 들 수 있다. 싸이의 전소속사 YG 
Entertainment는 소셜미디어 분석 회사인 트리움을 통
해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올라오는 소속 가수들에 관한 댓
글을 분석한 뒤 실시간 피드백을 실시했다[9]. 왕성한 활
동 중에도 대중들의 반응에 실시간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덕분이었다.

Ⅲ. 빅데이터를 활용한 Netflix의 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사례

1. Netflix의 ‘House of Cards’ 제작/유통에 활용
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Netflix는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미
국의 회원제 주문형 비디오 웹사이트로, 1997년 인터넷
을 통해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사업을 

마이닝
출하여 가치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마이닝 기법

- 텍스트 마이닝은 사람들의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언
어처리 기술에 기반함.

평판
분석

-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 실질
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 하는 기술.

소셜
분석

-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 소비자의 흐름이
나 패턴 등을 분석하고, 판매나 홍보에 적용.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과 트렌드, 여론변화 추이를 
읽어내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마이닝 기법.

군집
분석

- 하나의 큰 데이터군을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유사성을 지닌 여래 
개의 작은 묶음으로 분류하는 방법.

현실
마이닝

-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정보
를 기기(휴대폰,GPS)를 통해 얻고 분석하는 기법)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
으로 인간관계와 행동 양태 등을 추론.

자료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요소. 2012.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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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2009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인
터넷에 연결만 되면 컴퓨터, 스마트폰, 텔레비전, 게임기, 
DVD 플레이어, 셋톱박스 등 100여 개의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Netfli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기반을 크게 넓혔다[10]. Netflix가 변화의 선
두에 선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DVD대여점인 ‘블록버
스터’가 파산하고 DVD시장이 붕괴했을 때 이와 경쟁하
던 Netflix는 새로운 유통방식을 선보이면서 부터이다. 
즉 오프라인 DVD사업이 아닌 온라인 DVD사업인 인터
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인 OTT(Over The 
Top)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 'Top'은 TV에 연결
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한다. Netflix는 영
상콘텐츠를 무제한 공급해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
스에 가입한 고객의 광범위한 소비패턴을 분석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이를 딥러닝 방식의 ‘시네매치
(Cinematch)’라고 한다. 현재 Netflix 이용자가 소비하
는 콘텐츠의 75%는 시네매치가 추천한 것으로[11] 영화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Netflix 사업의 성패를 좌
우하기에 딥러닝 기술을 개인화(personalization)수준
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11]. 시네매치는 고객 데이
터를 바탕으로 개인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
템으로 가입 회원의 DVD클릭 패턴, 대여 목록 및 DVD 
반납 후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취향을 분석해 고객을 위
한 DVD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12]. 김범수 외
(2015)[13]는 고려대학교 정보기술경영학회의 “ITS 4차 
메인 세미나 넷플릭스 알고리즘 분석” 에서 이 시네매치
의 알고리즘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알고리
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검증된 
처리절차를 말하며 여러 종류의 플랫폼에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목적한 기능을 수행한다[11]. Netflix의 알고
리즘은 첫째, Bayesian Classifier(베이지안 통계 기법)
이다. Bayesian Classifier는 근본적으로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새로운 데이터에 의한 지식
을 이전의 지식에 더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
이다[14]. 이호석(2007)의 논문에서 인용한 Bayesian 
Classifier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x   x  x                       (1)

여기서, x  /x를 y의 함수로 보지 않고 x의 함
수로 해석함. 즉,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가능성을 함
수로 간주한 것임. 일반화된 식은 다음과 같음.

 x  ∝x      x  (2)

김범수 외(2015)는 Netflix의 시네매치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Bayesian Classifier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
였다. 표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P(베테랑
[15])=0.486=486만/1000만(명), P(미안해 사랑해 고마
워[16])=0.011=11만/1000만(명)일 때 ‘베테랑’을 예매
한 사람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를 예매할 확률을 알기 
위해선 베테랑을 본 486만 명의 표본 관객을 일일이 조
사해서 이들에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시청 여부를 물
어보아야 한다. 그러나 예시와 달리 현실에서 다루는 영
화의 개수가 매우 많으므로 교집합의 확률을 이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 Bayesian Classifier을 사용한
다. 먼저 486만보다 훨씬 작은 표본인 11만의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의 관객만을 조사, 이들 중 ‘베테랑’을 감
상한 비율을 구한다. 즉 P(베테랑/미안해 사랑해 고마
워)=0.72이며 P(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베테랑)=P(베테
랑/미안해 사랑해 고마워)*P(미안해 사랑해 고마워)/P
(베테랑)=072*0.011/0.486=0.0163이 나온다. 즉 베테
랑 관객 486만 명 중 7.92만 명이 ‘미안해 사랑해 고마
워’를 감상한다는 통계가 Bayesian Classifier이다. 김
범수 외(2015)와 "Analytics story"[17]에 의하면 
Netflix의 시네매치의 알고리즘으로 둘째는, 
Association analysis (동시 발생 상관관계)를 들었다.

상관계수는 둘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고, -1에 가까울수록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정(+)의 상관관계'란 어떤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
소할 때, 관계된 다른 변수도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부(-)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어떤 변수
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관계된 다른 변수는 감소하거
나 증가함을 의미한다. 상관관계가 0에 근접할수록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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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7].
상관관계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3)

Netflix는 사용자가 영화를 보고 평점을 매기면 그 평
점과 상관관계가 높은 평점을 준 사용자들을 찾아 비교
한다. 이런 사용자들 간에는 좋아하는 영화의 상관관계
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좋아
할 만한 영화 중 보지 않은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이 시
네매치의 알고리즘이다. 김범수 외(2015)가 분석한 
Netflix의 시네매치의 알고리즘 셋째는 Neural 
Network (신경망 학습)이다.

그림 1. Neural Network (신경망 학습)
그림출처 : 김범수 외(2015) ‘ITS 4차 메인 세미나 넷플릭스 알고리즘
분석’,정보기술경영학회

이는 기계 학습의 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선호 분야 
(sf, 로맨스, 액션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속성
(Attribute)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Netflix는 이를 통해 평점에 대한 가중치를 예측하였다. 
RMSE(평균 제곱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1)

방식으로 예측한 평점과 실제 평점의 차분 값을 최소화
하였다. 이는 어떤 사용자가 ‘포레스트 검프’에 별점 4를 
주었는데 추천 시스템에서 예상하기로 해당 사용자는 
‘포레스트 검프’에 별점 3.7 을 줄 것이라고 계산했다면 
0.3 의 error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error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하면 알고리즘이 예측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RMSE 점수(Score) 가 낮을수록 
1) 추정 값 또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환경에서 관찰되는 값의 

차이를 다룰 때 흔히 사용하는 측도(위키백과)

성능이 좋은 것이다[18]. 그러나 RMSE의 방식의 약점은 
사용자가 안 본 모든 영화에 대한 별점을 잘 예측하는 것
보다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별점이 낮은 점수를 준 영화를 잘 예측하는 것은 의
미가 없고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가 좋아할 것이라고 예
상한 Top N(상위권에 놓여진)영화목록이 실제 사용자
가 좋아할지가 더 중요하다[18]. 그래서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alative Gain)2)

방식으로 평점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과하여 높은 
평점의 영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13]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AX’라는 AI를 이용해서 
문답식으로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 Netflix 추천
시스템은 차별적 메타데이터, DVD 렌탈 사업부터 동영
상 스트리밍 사업을 통해 확보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 중심이다. Netflix는 영화 콘텐츠 특징을 분
석하기 위해 36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
자가 콘텐츠 정보를 채워 넣는다. 예를 들면 성 관련 내
용, 잔인성, 주인공의 도덕성 정도나 해피엔딩 여부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1~5점 척도로 평가한 뒤 입력한다. 이
후 알고리즘에 기반해 각 콘텐츠 특징을 자동 분류하고 
Netflix 사용자 시청 형태 데이터와 함께 분석한다. 최종
으로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장르의 콘텐츠를 추천한다. 
최근에는 딥러닝 방식을 도입해 추천 시스템을 업그레이
드했다[19].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마
케팅에 적극적인 Netflix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소비
자가 가장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Netflix는 2천500만명의 이용자들의 콘
텐츠 소비 패턴, 즉 감상 시간, 장소, 기기의 데이터를 수
집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언제 되감기를 하는지 빨리
감기를 하는지, 언제 일시중지를 하는지, 언제 완전히 중
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3천만 건의 동영상 재생기록, 400만 건의 이용자 평가, 
300만 건의 검색정보, 위치정보, 단말정보 등이 동원됐
다. 심지어 주중 및 주말의 시청행태, 일시정지・되감기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상세한 정보들까지 모두 
데이터 분석 자료로 사용됐다. 여기에 시청률 조사업체

2) nDCG(Normalized Discounted Cumalative Gain):순위품질
의 척도로 정규화된 할인된 누적이득을 의미함. 웹 검색 엔진 알
고리즘 또는 관련 응용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자주 사
용.(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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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닐슨(Nielsen), 기타 시장조사업체들이 제공하는 메
타데이터,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로부터 수집한 소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집・분석해 시청자 성향 파
악에 활용됐다. 최종적으로 Netflix는 가입자 수천만명
이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지를 조사했고 1990년 
방송된 BBC 'House of Cards '의 리메이크를 원하는 
시청자가 가장 많았다. 캐스팅에도 빅데이터가 동원됐
다. BBC의 열혈 시청자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수치로 드
러났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과 캐빈 스페이시 주연은 그
렇게 결정됐다. 결국 이 드라마는 가입자 선호도와 검색 
기록, 시청 행태 등 막대한 양의 정보를 토대로 흥행 확
률 분석 알고리즘, 즉 빅데이터를 통해 탄생한 것이다. 
‘House of Cards’는 미국 워싱턴 DC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드라마로 총 2시즌 26편(1시즌 13편)이며 제작비는 
약 1억 달러이다. 또한 공급도 기존의 1주일에 1편씩 오
픈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1시즌 13편을 동시에 오
픈하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2013년 2
월에 ‘House of Cards’를 오픈한 후 1분기 가입자가 
300만명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이 269만달러, 매출이 10
억 달러로 전년 1분기(460만 순손실) 대비 놀라운 변화
였다. 또한 제65회 에미상 수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비롯하여 3관왕을 차지했다.

2.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 흥행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의 효용가치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
계에서도 손꼽히는 데이터 생산대국이다. 그러나 빅데이
터 관련기업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이동
통신사나 포털사이트, 온라인게임업체 등 일부기업을 제
외하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업체를 찾기 어렵다
[20]. 하지만 최근 삼성SDS, LG CNS등과 같은 IT서비
스기업들은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절실해지면서 클
라우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빅데이터 비
즈니스를 주목하게 됐다. 또한 다음소프트, 트리움, 사이
람, 미디컴 등 소셜네트워크 분석업체들이 일반인과 기
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실시하고 있고, 솔
트룩스와 코난테크놀러지 등 BI업체들이 빅데이터 사업
에 가세하였다[21].

영상콘텐츠의 유통 및 제작방식은 빅테이터를 활용하

면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즉 콘텐츠의 가치를 평
가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성준
[22]은 Chosunbiz에 기고한 ‘새로운 눈’ 빅테이터에서 
일부 동영상 플랫폼의 사업자는 시청자 빅데이터를 분석
해 참고자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
였다. 정리하자면 현재 TV 콘텐츠 평가의 객관적 잣대는 
'시청률'이나 최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그 
대안으로 포털이나 SNS를 통한 검색 빈도, 프로그램 관
련 기사의 동향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CJ E&M의 콘텐츠파워지수(CPI)나 다음
소프트의 소셜 화제성 지수 등이 그 예이다. 숫자로 나타
나는 단순 수치가 아닌, 흥미도·주목도를 분석해 프로그
램의 실제 흥행을 입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장이다. 프로그램 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콘텐츠 이용량 및 이용횟수 등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빅데이터 항목들을 찾아내 계량
화된 평가지수를 마련하고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평가 
모델이 개발되면 단순한 시청률이 아닌, VOD와 온라인
으로 회자되는 흥행 콘텐츠를 찾아내서 제작 및 유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FGI를 통한 빅데이터의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사
례 및 전망 연구

지금까지 문헌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예술 
산업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FGI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총 6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제작자, 유통자, 혹은 제작과 유통을 함
께 하는 자들도 구성하였다. 다만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사전에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질문지
를 통해 빅데이터의 사전 정보도 함께 제공하였다. 참여
자의 기본 정보 및 FGI 진행 방법은 아래 [표 2]와 같으
며, 연구절차는 [표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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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GI 참여자의 기본 정보 및 진행 방법

대상 연령 성별 활동 분야 FGI
방법

FGI
시간

P1 40대후반 여 영화감독, 영화제 기획
집단 면대면 

FGI 2.5HP2 40대중반 여 문화예술 축제 기획

P3 40대중반 남 애니메이션 제작

P4 40대후반 여 무용 공연 감독, 공연 기획 개별 면대면 
FGI 2H

P5 50대초반 여 연극배우, 대학교수 개별 면대면 
FGI 2H

P6 50대초반 남 방송 PD, 
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개별 유선 FGI 1.2H

표 3. FGI 연구절차
n 연구절차
1 사전 정보와 질문지를 대상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

2
6인 중 3인은 집단 인터뷰 진행. 연구자가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하고 
한명씩 답변함. 추가질문 혹은 자유토론 형식,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
법을 사용함. 연구자는 질문 후 청취 및 기록함

3 6인중 2인은 개별 면대면 집중 인터뷰를 진행. 연구자가 질문하고 답
변 후 추가 질문으로 진행함

4 6인중 1인은 유선으로 집중 인터뷰를 진행. 

5 모든 인터뷰 종료이후, 종합 분석하여 질적 연구 결과 도출함

FGI 인터뷰 내용은 ‘문화예술 산업의 특징 상 콘텐츠 
제작/유통시 고려할 점 혹은 문제점’, ‘활동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여부’, ‘빅데이터의 분석방법 설명과 
각 분야에서 활용 방법’, ‘빅데이터의 활용방법을 기술적, 
창의적, 윤리적 측면으로 고찰’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
제 인터뷰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질문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FGI 진행 후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그간 해온 사례 연
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정리하여 결론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Ⅳ. 결론 및 문화예술콘텐츠 제작/유통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망

지금까지 빅데이터가 문화예술 산업, 특히 영상콘텐츠
에 어떤 역할을 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을 통한 FGI를 진행
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Netflix의 

‘House of Cards’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빅테이터의 
활용은 단순히 유통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제작단계부터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측면, 
창의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으로 세 가지를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이다.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은 디지털화를 넘어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기술 환경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 고유한 문화예술분야의 관념적인 
제작/유통 방식을 고수해서는 교육, 의료, 운송, 유틸리
티, 통신, 미디어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인 투자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콘텐츠는 성공 불확실성을 가진 승자독식의 고위험-고
수익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험재(Experience 
Goods)로서 소비자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콘텐츠를 알 
수 없으며, 그 평가 또한 주관적이다. 이른바 ‘입소문’이
라고 하는 주변 평을 쉽게 믿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소비시간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의 선택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예술 콘텐츠는 
제작단계에서 한번 투입되면 재사용하거나 회수할 수 없
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므로 흥행의 실패를 회복하기는 사
실상 어려운 구조이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빅데
이터의 기술적 활용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빅데이터의 
분석방법 중 Netflix의 ‘씨네매치’와 같은 데이터마이닝 
분석방법과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와 정보를 찾
는 텍스트 마이닝, 소셜미디어를 분석하는 평판 분석, 소
셜 분석 등이 모두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작비가 
많이 드는 영상콘텐츠에서의 배우의 캐스팅은 평판 분석
과 소셜 분석, 텍스트 마이닝 등 이미지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작품 기획 등은 텍스트 마이닝, 소셜 분석, 데이
터 마이닝 등의 트렌드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고예산 콘텐츠인 영화의 제작비는 우리나라의 경
우, 영화진흥위원회 KOFIC에 따르면 2017년도 총 174
편의 순제작비와 마케팅비 포함 총 4582억원으로 편당 
26억원, 2018년도는 5.7억원이 상승한 30억원 이상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군함도’ 와 100억원 대의 총 제작비가 투입된 ‘대립군’과 
‘리얼’도 흥행에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자
본이 투자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흥행이 변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증명 가
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391

또한 시장경제 논리와 무관한 예술적 가치만을 추구하
여 흥행 및 수익구조와 멀어진다는 왜곡된 평가도 개선
되리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 창의적인 측면에서 빅데이
터의 활용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는 산업
인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
이다. 비정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다루는 문화예
술 콘텐츠를 수치로 규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하지
만, 빅데이터가 물리적인 방대한 양만이 아닌 콘텐츠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
면 창의적인 요소를 향상시켜 문화예술의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이는 빅데이터가 개별 프로젝트인 문화예술 콘텐츠
에 맞춤형으로 적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정
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일상생활에서 발
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양식, 인간관계 등
을 추론하는 ‘현실 마이닝’, 대용량 정보의 연관성을 파악
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의사결정에 적응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빅데이터 분석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인 측면에서의 빅데이터는 부피만
을 강조하지 않음으로 자본의 압박을 해소하는 기능과, 
다양한 측면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콘텐츠
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윤리적인 측면이다.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필수불
가결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스를 지키는 방안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스가 담긴 로그데이터는 빅
데이터의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악용되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
가기록원 웹사이트는 2000년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쌓
여있는 웹로그의 데이터는 다양하고 방대하다[21]. 라고 
밝힌바 있다. 빅데이터의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16년 3월 3일 MIT에서 ‘빅데이터와 사생활
(Big Data and Privacy)’이란 주제로 존 포데스타
(John Podesta) 자문위원, 페니 프리츠커(Penny 
Pritzker) 상무장관의 주제발표한 백악관・MIT 공동 워
크숍을 가졌다. 실무를 맡고 있는 MIT 컴퓨터과학 및 인
공지능연구소(CSAIL)의 다니엘 바이츠너(Daniel 
Weitzner) 소장은 빅데이터가 연구혁신, 특히 교육・문
화 부문에 있어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프라이

버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이다[7]라고 언급하
였다. 빅데이터의 윤리적인 측면의 프라이버스 보호는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상위하는 국가적인 혹은 범국가적
인 법제도 마련 및 견제가 필요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의 인공지능과 딥러닝 시대에 영상콘텐츠를 포함한 문화
예술산업에서 빅데이터는 더욱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예
상하며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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