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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검색어는 실시간으로 관심이 급상승하는 검색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마다 순위
차이가 있으므로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시간검색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장기 지속
검색어의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오래 지속된 이슈로서 가치가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검색어 순위에 기반
한 관심도와 실시간검색어의 지속주수, 지속일수, 지속시간에 기반을 둔 지속도를 각 포털사이트 및 통합 포털사이트
별로 파악한 다음, 관심도와 지속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장기 지속가능성이 높은 실시간이슈
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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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l-time search keywords are not only limited to search keyword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interest in real-time, but also have a limitation that they are difficult to determine the sustainability 
as there is a difference in ranking between portal sites. Estimating sustainability for real-time search 
keywords is significant in terms of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d providing some predictability. In 
particular, long-term search keywords that last for more than a month are of high value as long-lasting 
social issu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nterest based on the ranking of the real-time 
search keywords and the duration based on sustained weeks, days and hours of real-time search 
keywords by each portal site and the integrated portal site, and then estimating sustainability based on 
high level of interest and duration, and present a method to derive real-time search issues with high 
long-term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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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포털사이트는 방문객이 많을수록 그만큼 활용성이 높
은 여러 원천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

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고급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1,2]. 네이버
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다음(Daum)의 실시간이슈 
검색어와 같은 실시간검색어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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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심이 급등하는 검색키워드를 
순위별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에 해당하며, 이것을 기반으
로 하여 연관 검색어를 제공하거나 트렌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관심을 높이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4]. 더구나, 모바일과 IoT,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
팅의 확산으로 초연결사회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빅데이터에 의한 보다 향상된 지능정보 
서비스를 여러 분야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고, 실시간검색어도 예외는 아니다. 

빅데이터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학습을 
발전시켜 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원천으로써,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
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 맞
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5,6]. 
특히 빅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대
표적인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은 대규모의 텍스트로부터 
고품질의 정보가 도출되게 하는 과정으로서 새롭게 관심
을 끄는 데이터들의 집합으로부터 통계적인 패턴 학습 
등의 수단을 통해 패턴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
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웹 텍스트 마이닝의 연장선에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시간검색어에서 도출된 이슈는 사회적 
이슈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적 이슈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가를 잘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발전을 이루
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7-9].

하지만 순위별로 제시되는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는 방
문자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검색어에 한
정될 수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관 검
색어 서비스도 실시간검색어와 연관성을 갖는 키워드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실시간검색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글 트랜드나 네이버 트렌드의 경우, 실시
간검색어의 상대적인 급상승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
공해줌으로써 실시간검색어의 시간별 관심 트렌드를 파
악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여러 검색
키워드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관심 분야의 검
색 키워드를 나열해놓고 관심 트렌드를 비교함으로써 관
심 분야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검색어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별 지속
성이 어느 정도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대변해주
지 못한다. 또한, 포털사이트별 고유의 특성에 따라 급상
승 관심도의 순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극복 

방안도 필요하다[1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

는 것이 실시간이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높은 평가
를 받은 검색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
저 실시간검색어의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관심도에서 일
정 기간의 실시간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성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포털사이트에 따라 
특성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생존성을 파악하
여 그 차이를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13].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털사이트별 실시간검색어의 지
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네이버(Naver)와 다음
(Dau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검색어를 수집하여 일정 
기간 실시간검색어의 순위 점수가 지속성을 갖고 유지된 
실시간이슈별로, 지속주수, 지속일수, 지속시간수, 지속
분수를 집계하여 지속주수 상위 검색어와 함께 이들의 
주별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이
를 기반으로 포털사이트 종류별 실시간검색어의 일정 기
간별 차이 분석을 통해 특성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
를 제시하고 나아가 주를 기준으로 포털사이트별 실시간
이슈의 생존확률을 구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여 지속가능
성에 반영함으로써 향상된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이버와 다음(Daum)의 실시간검색어 수집과 관심도 
높은 실시간이슈 도출, 실시간이슈의 지속성 집계 및 차
이 분석, 생존확률 추정 및 평가 등은 R 언어[14]를 통해 
수행한다. 

2. 실시간이슈의 지속가능성

2.1 실시간검색어의 관심도와 실시간이슈
실시간이슈는 실시간검색어의 관심도가 일정 기간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일간, 주간, 월간, 
년간 가장 화제가 된 검색키워드의 검색횟수로 평가한다. 
실시간검색어의 관심도는 실시간검색어 순위별로 점수화 
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Daum)의 실시간검색어 상위 10개씩을 2분 간격으
로 수집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실시간검색어가 
상위에 속할수록 점수가 높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
의 관심도가 높은 검색어를 의미하므로 실시검색어의 관
심도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간의 실시간이슈는 그 기간에 수집된 실시간검색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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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점수에 대한 검색어별로 집단화하고 이를 기준으
로 집계하여 점수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하면 
그 기간의 중요한 이슈부터 차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 사용된 실시간검색어 데이터는 2019년 4
월 7일에서 2019년 6월 15일까지의 10주(70일)간의 네
이버와 다음(Daum) 홈페이지에서 2분 간격으로 수집한 
것이다. 각 포털사이트 1위~10위까지의 실시간검색어를 
읽음과 동시에 각 순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검색사
이트명, 검색어, 수집일시 등과 함께 저장하여 수집한다. 
그리고 지속성을 분석할 때 이를 대상으로 특정 기간별 
각 검색어에 부여된 점수를 집계하여 실시간검색어의 관
심도와 실시간이슈의 척도로 활용한다.

2.2 실시간이슈 지속성과 생존성
일정 기간 높은 관심도를 갖는 실시간검색어에 의해 

나타나는 실시간이슈는 그것의 지속성과 생존성이 높을
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므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써 실시간이슈 지속가능성은 실시간이슈가 어느 정도 지
속 가능한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다. 실시간
이슈 지속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실시간이슈의 기간별 지
속성과 포털사이트별 생존성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실
시간이슈의 기간별 지속성은 포털사이트별로 수집된 데
이터를 검색어, 주, 일자, 시간, 분 순서로 집단화하고 이
를 분, 시간, 일자, 주, 검색어별 집계를 통해 검색어별 주, 
일자, 시간, 분이 파악되게 하고 이를 주 순으로 정렬하여 
상위에 속하는 것을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실시간이슈의 생존성은 각 포털사이트의 실시간이슈
의 지속주수를 구하여 생존시간으로 하고 최대 지속주수
가 분석 최종주와 일치하면 이벤트 항목을 중도중단(0)으
로 하여 생존데이터를 생성하여, 생존함수에 의한 생존확
률의 크기 변화를 카플란 마이어(Kaplan-Meier)법
[15,16]에 의해 구한다. 생존함수는 생존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가 특정 시간을 초과하여 생존할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포털사이트 사이의 생존분석을 통해 생존확률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3. 실시간이슈 지속가능성 분석 및 평가

3.1 실시간이슈 지속성 차이 분석
실시간이슈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70일간의 네이버

와 다음(Daum) 사례수 각 504,000건에 대해 검색어, 

주, 일, 시간 그룹별 빈도를 집계한 결과, 네이버 27,427, 
다음(Daum) 37,733건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검색어, 
주, 일 그룹별로 빈도를 집계한 결과, 네이버 9,210, 다음
(Daum) 15,540건이었으며, 다시 이를 기반으로 검색어, 
주 그룹별로 빈도를 집계한 결과, 네이버 7,438, 다음
(Daum) 12,226건이었으며, 또 다시 이를 기반으로 검색
어 그룹별 빈도를 최종 집계한 결과, 네이버 5,179, 다음
(Daum) 7,316건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그리고, 
Table 1에는 네이버와 다음(Daum)의 단순 빈도합계
(Naver +Daum), 공통부분을 한번 뺀 합집합(Naver∪ 
Daum)의 빈도, 공통부분에 해당되는 교집합((Naver∩ 
Daum))의 빈도, 공통부분을 배제한 네이버만의 빈도, 다
음(Daum) 만의 빈도를 함께 나타냈다. 지속기간별로 집계
되는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음(Daum)의 실시간이
슈의 빈도가 네이버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Portal site Cases

Frequency 
by (Keyword,
Week, Day, 
Hour) group

Frequency by 
(Keyword, 

Week, Day) 
group

Frequency 
by 

(Keyword, 
Week) 
group

Frequency 
by 

(Keyword) 
group 

Naver 504,000 27,427 9,210 7,438 5,179
Daum 504,000 37,733 15,540 12,226 7,316
Naver 

+Daum 1,008,000 65,160 24,750 19,664 12,495

Naver∪Dau
m 1,008,000 54,795 20,944 16,273 9,877

Naver 
∩Daum 　 10,365 3,806 3,391 2,618

Naver only 17,062 5,404 4,047 2,561
Daum only 20,671 10,136 8,179 4,755 

Table 1. Frequency by keyword and duration group

Table 2는 Table 1에서 집계된 주, 일, 시간, 분 등의 
지속기간 정보가 포함된 네이버와 다음(Daum)의 실시
간이슈 각각 5,179, 7,316건에 대하여, 포털사이트에 따
라 실시간이슈의 주별, 일별, 시간별, 분별 빈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포털사이트에 따라 시간별만 제외하고 주별, 일별, 분별 
실시간이슈의 평균빈도가 t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유
의미한 것으로 해석하기 힘들다. 그리고, 실시간이슈 평
균 지속주수의 경우, 다음(Daum)이 1.67주로 네이버 
1.44주에 비해 길었고, 평균 지속일수도, 다음이 2.12일
로 네이버 1.78일보다 길었으나, 지속시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다음(Daum)이 5.16시간으로 네이버 5.30시간보
다 짧았고, 지속분수의 경우에도 다음(Daum)이 68.89
분으로 네이버 97.32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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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지속성에 있어서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단기간보
다는 장기간이므로 지속주수와 지속일수에서 평균빈도가 
높게 나타난 다음(Daum)이 네이버보다 장기간 지속성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지속가능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Duration Potal mean±sd  t  p

 Weeks
Daum 1.67±1.38

11.065 0.000
Naver 1.44±0.99

 Days
Daum 2.12±2.35

9.908 0.000
Naver 1.78±1.55

 Hours
Daum 5.16±7.88

-1.063 0.288
Naver 5.30±6.61

 Minutes
Daum 68.89±147.53

-10.238 0.000
Naver 97.32±156.57

Table 2. Analysis of differences in duration of Realtime
issues

Fig. 1은 실시간이슈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검색어, 
주, 일자, 시간, 분 순서로 집단화하고 각 지속기간별로 
기간수와 점수합계를 단계별로 집계한 것을 기초로 이를 
지속주수와 점수합계를 집단으로 묶어 내림차순으로 정
렬하여 상위 10개의 검색어를 추출하여, 그 검색어별로 
1~10주간의 점수함계를 집계하여 상위 10개의 검색어
별 1~10주간의 각 주별 점수합계의 변화량을 다음
(Daum)과 네이버에 대해 각각 나타낸 것이다. 다음
(Daum)의 경우, 류현진중계(A), 신동미(B), 김소연(C), 
유선(D), 생방송투데이(E), 용왕님보우하사(F), 생활의달
인(G), 호구의연애(H), 가요무대(I), 정글의법칙(J) 순이었
고, 네이버의 경우, 티몬데이(A), 프리바이오틱스(B), 크
릴오일(C), 시서스(D), 리니지m(E), 류현진중계(F), 붐붐
파워(G), 율희(H), 시서스가루(I), 모유유산균(J) 순이었
다. 이는 다음(Daum)과 네이버의 특성에 따라 지속성이 
높은 실시간이슈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음(Daum)에서는 ‘유현진중계’가 네이버에서는 ‘티몬데
이’가 가장 높은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다르게 평가되었
으며, 다음(Daum)과 네이버 둘 다에서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은 ‘유현진중계’였다. 이는 실시간이슈
의 지속성이 포털사이트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다음(Daum)과 네이버의 실시간이슈를 통합하
여 지속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Daum)에서 1위, 네이버
에서 6위 선정된 '유현진중계'가 지속성에서 최고 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 Daum

(2) Naver

Fig. 1. Score change over the top 10 durations of 
real-time issues for each portal site

3.2 실시간이슈 생존확률 차이 분석
실시간이슈의 생존성은 생존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

수가 특정 시간을 초과하여 생존할 확률을 생존함수에 
의해 구하여 나타낸 것이며 생존분석으로 생존확률의 차
이를 분석한다. 포털사이트 사이의 생존분석을 위해서 실
시간이슈의 지속주수를 생존시간으로 하고 카플란 마이
어법(Kaplan-Meier method) 생존함수에 의한 생존확
률의 크기 변화를 구한 결과, Fig. 2와 같이 다음(Daum)
이 네이버에 비해 전체 10주간에 걸쳐 생존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카플란 마이어법을 적용한 생존
확률의 차이 검정을 로그 순위 검정으로 수행한 결과(카
이제곱=85.2, 유의확률(p) = 2e-16 <0.05), 두 포털사이
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분석 기법 중에서 상대적 위험에 대한 위험확률을 
계산해주는 Cox의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위험함수에 의해 누적 위험확률을 
구하여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결과, Fig. 3과 같이 다음
(Daum)이 네이버에 비해 전체 10주간에 걸쳐 누적 위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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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위험확률의 차이검정을 수행한 결과(z=8.612, 
p=2e-16 <0.05), 두 포털사이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Daum)에 비해 네이버가 1.186배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포털사이트의 
서로에 대한 상대적 위험률이므로 역으로 보면 생존확률
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Daum)에 나타난 지속성이 높은 실시간
이슈에 대해서는 생존확률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곱하
여 그만큼 더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Fig. 2. Changes in suvival probability by week for Daum
and Naver Real-Time issues

Fig. 3. Risk probability Comparison by week for Daum
and Naver Real-Time issues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검색어가 실시간 관심이 급상승
하는 검색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포털사이
트의 특성에 따라 순위 차이가 있어서 일정 기간 지속가
능성을 파악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이버
(Naver)와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검색어를 
수집하여 일정 기간 실시간검색어의 순위 점수가 지속적

으로 유지된 실시간이슈별로, 지속주수, 지속일수, 지속
시간수, 지속분수를 집계하여 지속주수 상위 검색어를 추
출하여 실시간이슈의 지속성을 평가하고, 주를 기준으로 
포털사이트별 실시간이슈의 생존확률과 위험확률을 구하
여 생존성을 펑가함으로써 지속성과 생존성으로 구성되
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장기 지속가능성이 높은 실시
간이슈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시간이슈별 각 기간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간별 평균 
빈도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음(Daum)이 지속주수와 
지속일수에서 네이버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시간이슈 지속성은 지속주수와 점수합계를 기준으
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순서로 평가하였으며 상위 10개
의 검색어를 추출하여 10주간의 변화량을 다음(Daum)과 
네이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Daum)에서는 '유현진
중계'가, 네이버에서는 ‘티몬데이’ 가 1위로 선정되었다.

실시간이슈의 생존성은 카플란마이어법을 적용한 생
존확률의 차이 검정을 로그 순위 검정에 의해 수행한 결
과, 두 포털사이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확률의 크기 변화도 다음(Daum)이 네이버에 비해 
생존확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위험확률의 차이검정을 
수행한 결과, 두 포털사이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Daum)에 비해 네이버가 1.186배 위험
율이 높았고, 다음(Daum)이 네이버에 비해 전체 10주간
에 걸쳐 누적 위험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
속성에 있어서 다음(Daum)과 네이버에서 각각 1위, 6위
로 평가된 '유현진중계'의 경우, 실제로 다음(Daum)과 
네이버를 통합한 실시간이슈의 지속성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했으며, 네이버보다 생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음(Daum)의 생존확률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곱하
여 그만큼 더 장기간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시간검색어의 급상승 관심도에 국한
된 실시간이슈의 특성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속성과 생존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
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이슈의 장기간 지속가능
성은 평가 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대상이 대표적인 두 
개의 포털사이트에 한정된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데이터 수집 기간을 늘려서 가능한 연 단
위 정도의 장기간 분석 기간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분석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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