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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 내용분석 

메시지의 형식과 성격을 중심으로
1)2)

이연경 연세 학교 커뮤니케이션 학원 박사과정 수료*

진보래 연세 학교 커뮤니케이션 학원 박사후연구원**

본 연구는 다중미디어 이용행태에 초점을 두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 TV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커뮤니

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TV 드라마 프로그램과 관련된 트위터 메시지를 

수집하여 메시지의 형식과 성격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1월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된 시청률 상위 드라마 프로그램 세 편, <KBS2-왕가네 식구들>, <KBS1-사랑은 노래

를 타고>, <SBS-상속자들>을 선정하여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한 2주간의 트위터 메시지를 추출

하여 분석하였다. 트위터 메시지의 형식은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으로 구별하였고, 메시지의 성격은 정

보공유, 평가, 상호작용,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추출된 트위터 메시지의 내용분석

을 실시한 결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따라 트위터 메시지의 형식과 성격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트위터 미디어가 가지는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별 TV 프로그램의 주시청자층의 특성이 TV-트위터 다중미디어 이

용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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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TV는 시청자들에게 공통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 간의 연결성을 강

화한다(Tichi, 1991). 사람들은 TV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사

회에 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는데,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

이션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Newcomb, 1994; Silverstone, 1994). 특히 드

라마와 오락 장르의 프로그램은 중들이 공유하기 쉬운 화의 소재를 제공하며, 이

러한 화는 그들 간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토 가 되기도 한

다(Lull, 1990). 사람들은 자신이 시청하고 있는 TV프로그램의 내용,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Bondad-Brown, Rice, 

& Pearce, 2012; Sanchez, Barrilero, Alvarez, & Cisneros, 2013). 이러한 행위를 

통해 TV 시청의 즐거움을 극 화하고 소통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Rubin, 

1981).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는 사람들 혹은 면

면으로 만난 사람들과 TV프로그램에 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내에 있지 않더라

도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TV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호작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배진아·최소망, 2013). 일례

로, 사람들은 특정 TV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중에 혹은 시청하고 난 후, 그에 

한 트위터 메시지를 작성한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트위터(Twitter)는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를 중심으

로 소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 형식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 혹은 소셜 

미디어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온라인 미디어에 비해 정보의 전달과 확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의 미국인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위터 이용자들 중 33% 이상이 TV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트위터에 공유한 적

이 있다고 응답했다(Nielsen, 2012). 시장 조사업체인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

면, SNS에 접속하는 미국인 중 절반이 TV를 시청하고 있고, 이들 6명 중 1명은 방송 

중 SNS에 글을 올리고 있다. 덧붙여, TV프로그램에 관한 트윗을 읽는 사람은 무려 

작성자의 50배가 된다고 한다(Nielsen, 2012). 이러한 결과는 TV와 SNS가 짝을 이

루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함을 시사한다. 국내의 미디어 이용자 역시 

유사한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조사 상자의 72%가 TV를 시청하

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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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TV를 보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76%에 달했다. 이들 중 39%는 

TV를 보면서 SNS 상에 현재 시청 중인 방송에 한 의견을 밝힌다고 답했다(김우용, 

2012. 11. 30). 

이렇듯, TV와 SNS를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미디어 이용 행위는 보편적 현상이 되

었으나, 이에 한 분석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TV와 SNS

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수용자는 과거의 일방향적 소통에 기초한 TV이용이 아닌 

한층 능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환경 속에서 TV를 이용하고 있다. 수용자가 SNS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미디어인 TV의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TV와 SNS의 동시이용에 한 연구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변

화된 이용행태에 한 분석과 함께 다중미디어 이용행태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SNS의 특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위들, 구체적으로는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프로

그램에 한 참여 및 관여 등에 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V프로그램에 관한 소셜 미디어 이용 행위를 직접 관찰하고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 조합인 TV와 SNS,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과 트위터 이용에 초점을 두었다. 트위터에서 사람들

은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트위터 사용자의 특성으로 

부각된 공유, 참여, 능동적 성향이 발현될 것인지, 기존의 인터넷 게시판 등을 분석한 

시청자 참여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문제

1) 다중미디어 이용행태

다매체 시 에 들어서면서, 미디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는 능동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전통 미디어 환경에서의 수동적이고 평면적인 이용 행태와 비교할 때 그 변

화의 폭과 정도는 매우 다차원적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 가능

해진 환경적인 변화와, 참여, 공유, 확산을 추구하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성향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미디어를 함께 이용하는 다중 

미디어 이용행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가 두 개 이상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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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적으로 혹은 비동시적으로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미디어 이용 행태를 다중 미

디어 이용(multiple media use) 혹은 동시적 매체 이용/소비(simultaneous media 

usage/consumption)라고 표현하고 있다(Jordan, et al., 2005; Pilotta, Schultz, 

Drenik, & Rist, 2005). 다중 미디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의 초기에는 매체를 동시

에 소비하는 행위의 의미와 개념화에 초점을 두었고, 최근에는 매체의 멀티태스킹에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강미선, 2011). 강미선과 서미혜(2011, 재인용)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매체의 멀티태스킹에 관해서는, 동시이용 매체조합(Kenyon & 

Lyons, 2007; Pilotta, et al., 2005; Reynolds, 2003; 강미선, 2007; 이귀옥·최명

일, 2009), 동시이용 매체조합 내에서의 주요매체와 보조매체 간의 관계(Pilotta, et 

al., 2004; 이귀옥·최명일, 2009), 다중 미디어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Lindsey, 

2006; Pendleton,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빅 리서치(BIG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는 18세 이상 남성

의 59%와 여성의 67%가 TV와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dvertising Age, 2002), 2006년 자료에 따르면 TV와 인터넷의 동시사용비율이 약 

7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아, 2008 재인용). 필로타와 그의 동료들

(Pilotta,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매체를 동시 소비하고 

있었으며, 후속연구에서도 응답자의 40~65%가 매체를 동시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Pilotta & Schultz, 2005). 두 연구에서 모두 TV와 온라인 매체의 결합 이용률이 가

장 높았다. 이렇게 다수의 연구들에서 TV와 인터넷의 매체조합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들 매체 간 상호보완적 관계와 이용 특성 및 행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월리스(Wallis, 2010)는 스마트폰과 같이 하나의 매체가 다양한 매체적 기

능을 포괄함에 따라 한 매체 내에서의 다수 기능 이용행태 역시 매체동시 이용행태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미선과 서미혜(2011)는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져온 다

중 미디어 이용행태 연구가 매체 간 조합과 유형 구분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매체 간 조합 보다는 어떠한 내용 간의 조합 혹은 어떠한 용도의 결합인지를 규명하

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높은 

동시 이용률이 보고된 매체 조합인 TV-트위터 이용, 즉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트

위터에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드라마 

프로그램을 언급한 트위터 메시지를 추출하여 어떠한 형식과 성격을 갖는지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가 체로 매체 조합 비율과 같은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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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다중 매체 이용의 실제 행동을 측정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다중 매체 이용 행위의 본질적 측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시도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TV시청과 상호작용

TV는 중사회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강한 매체다. 티치(Tichi, 1991)가 설명한 “전

자 난로(electronic hearth)”의 개념에서부터 21세기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냉

각기 효과(water-cooler effect)”1)까지, TV콘텐츠는 시 를 관통하며 인 간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TV가 수행하는 공론장의 역할 등에 

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럴(Lull, 1990)은 TV 시청이 사람들에게 화의 소

재를 제공하고 소통을 도와주며 친 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동시에, 사

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도 TV 시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뉴

콤(Newcomb, 1994)이 지적한 바와 같이 TV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거리를 제

공하는 “문화적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특히 SNS 상에서 TV콘텐츠를 소재나 주제로 

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일찍이 이용과 충족 이론을 통해 미디어 이용 동기를 설명하고자 한 다수의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중요한 이유가 주위 사람들과 보다 잘 어

울리기 위한 것, 즉 사회적 동기임을 밝혔다. 루빈(Rubin, 1981)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그에 한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즐거움을 극 화하고 

소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보았다. 이는 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

을 전제한 논의였으나, 인터넷을 통한 매개 커뮤니케이션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

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TV 시청은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다

양한 방식으로 수용자 활동을 증가시키며(Stefanone, Lackaff, & Rosen, 2010), 이

는 향후 TV콘텐츠에 한 시청 의도와 노출 정도를 증가시킨다(Mitchell, Jones, 

Ishmael, & Race, 2010).

TV 프로그램 시청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인터넷의 

1) 뉴욕 타임스에서는 트위터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대해 사람들의 대화가 집중되는 현상을, 더운 여름에 가

상의 워터쿨러가 설치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 빗대어 표현했다(정지훈, 2011, 5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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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이후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Bielby & Harrington, 1994; Lindlof 

& Shatzer, 1998; Seiter, 1999; 권호천, 2008; 신병률, 2006; 주창윤, 2002; 한희정, 

2002; 황인성·정문열·장민선, 2004). 인터넷은 TV콘텐츠에 한 시청자의 참여

와 시청자들 간 공유를 보다 확산시키고 확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인터

넷이 보편화되면서 거의 부분의 방송 프로그램들은 시청자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청자 게시판을 마련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서

는 프로그램에 한 시청자들의 반응뿐 아니라 앞으로의 방송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의견 및 제안들이 개진되고 있다. 인기 있는 드라마 프로그램들에서, 예정된 드라

마의 결말을 바꿔 달라거나 방송 프로그램의 연장을 요구하는 등의 시청자 의견이 이

슈화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TV 시청과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는 시청자 게시판에 한 내용분석이 주를 

이룬다. 주창윤(2002)의 연구에서는 SBS-TV 드라마 <여인천하> 시청자 게시판 분

석을 통해 인터넷 수용자의 글쓰기 참여방식을 ‘개인적 참여’, ‘방송사에 한 비판’, 

‘드라마 공동체 참여’, ‘공동작가적 참여’, ‘평가와 해석적 활동’ 등의 범주로 내용을 구

분하였으며, 한희정(2002)은 드라마(SBS) <피아노> 시청자 게시판 분석을 통해 수

용자의 드라마 해독 양상을 범주화시켜 분석하기도 하였다. 신병률(2006) 역시 드라

마(SBS) <파리의 연인> 시청자 게시판 분석을 통해 TV 드라마 수용자의 시청자 게

시판 참여와 공동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인성·정문열·장민선(2004)은 인터랙

티브 TV 드라마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성에 해 연구하였으며, 권호천(2008)은 드

라마(MBC) <태왕사신기> 시청자 게시판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의사사회적 상호작

용을 분석하여 ‘정서적 상호작용’, ‘인지적 상호작용’, ‘행위적 상호작용’ 등으로 그 유

형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시청자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분석하여 그 내용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제작진과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한 내용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SNS의 경우 이용자들 간 즉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화와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온라인 게시판과는 차별된다.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서는 일상적인 수다, 이용자 상호 간의 화, 정보 공유, 속보 전

달 및 논평 등의 메시지가 게재된다(Java, Finin, Song, & Tseng, 2007). 트위터는 

트위터만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양식(mention/reply/retweet/#등)을 제공함으로

써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과 새로운 유형의 정보 공유

가 이루어진다(boyd, Golder & Lotan, 2010; Zhao & Rosson, 2009; 장덕진·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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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2011). 물론, 트위터에서는 일상적 화 혹은 요점 없는 잡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Java, et al., 2007), 개인의 사적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공적 커뮤니케이션

의 경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김병선, 2010). 이렇게 트위터 메시지에 한 연

구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자의 글쓰기 형식과 내용적 특성이 어떠한지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3) TV와 SNS의 복합이용

최근에는 국내외 이용자들의 TV와 SNS 간 동시사용 행위가 급증하면서, 두 매체의 

복합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TV와 SNS를 동시에 이용하는 이용

자가 증가할수록, TV콘텐츠에 한 SNS 상에서의 냉각기 효과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으며, SNS 플랫폼에서의 후면 화(back-channel communication)는 TV 시청의 

증가로 이어진다(Proulx & Shepatin, 2012; Stefanone, et al., 2010). 예컨 , 스테

판 등(Stefanone,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TV 시청시간이 SNS 이용시간의 유의

미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서

비스들은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기를 원하는 TV 시청

자들에게 “필수적 표출구(integral outlet)”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Hill & Benton, 

2012). 

이용 동기와 관련하여, 맥펄슨과 동료들(McPherson, Huotari, Cheng, Humphrey, 

Cheshire, & Brooks, 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동기가 TV 시청과 실시간 트위터 메시지 작성 행위를 유발한다고 결론 

내렸다. 비아콤(Viacom, 2013)의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이용의 동기에는 기능적 동기, 커뮤니티 구성 동기, 놀이 동기가 있다. 기능적 동기

는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한 편성시간 등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SNS

를 활용하는 것,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따라잡고, 프로그램에 한 줄거리 

등 다른 미디어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독점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욕구 등을 의미한

다. 커뮤니티 구성 동기는 사람들이 TV 시청 중에 SNS를 사용함으로써 취향을 공유

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프로그램의 다른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 SNS를 이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놀이 동기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게임, 퀴즈·투

표에 참가하기 위한 행위들로 구성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트위터 메시지에 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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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있다. 원과 나(Wohn & Na, 2011)는 TV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를 

주목, 감정, 정보, 의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프로그램 장르와 메시지 빈

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진아와 최소망(2013)은 TV 프로

그램의 장르와 시청 단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드라마에 해서는 긍정적인 

내용, 예능에서는 중립적인 내용, 토론에서는 부정적 내용의 메시지가 많았으며, 방

송 전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은 반면, 방송 후에는 중립적인 트윗 메시지가 상

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 프로그램의 시청 의사에 미치는 트윗 메

시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르에 따른 트윗 게시자의 유명도와 트윗 반복 

유형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의 차별적인 영향력이 검증되기도 하였다(윤해진·

박병호, 2013). 

본 연구에서는 TV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트위터에서 소비되는 방식과 내용에 

해 탐색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TV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

지들이 그 형식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트위터 메시

지의 형식은 크게 트윗(tweet), 리플라이(reply), 리트윗(RT)이 있다. 트윗은 가장 

기본적인 트위터 메시지의 유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상태 등을 직접 작성한 

메시지이며, 리플라이는 특정인의 트윗에 반응을 보내거나 화를 시작하는 응답형 

메시지 유형이다. 리트윗은 타인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거나 타

인의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형식의 메시지다. 이렇게 트위터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

션 형식에 따라 메시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한 내용의 글쓰기 유형과 타 이용자들과 프로그램을 소재로 

화하기 위한 목적의 글쓰기 유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트위터 메시지 

형식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트위터 메시지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트위터 상에서 드라마에 관한 어떤 종류의 내용이 커뮤니케이션되고, 

그 실제 사례는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이에 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 연구문제 1-1: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의 형식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1-2: TV 드라마 프로그램별로 트위터 메시지 형식의 분포는 어떻게 다른가?

• 연구문제 2-1: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의 성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2: TV 드라마 프로그램별로 트위터 메시지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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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유형 방영요일 방영시간

왕가네 식구들 KBS2 주말연속극 토, 일 19:55∼21:15

사랑은 노래를 타고 KBS1 일일연속극 월∼금 20:25∼21:00

상속자들 SBS 미니시리즈 수, 목 22:00∼23:10

<표 1> 분석대상 프로그램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상은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해 언급한 트위터 메시지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23일까지의 2주간의 트위터 메

시지다. 이 때, 언급 상이 되는 TV 드라마 프로그램은 <KBS2-왕가네 식구들>, 

<KBS1-사랑은 노래를 타고>, <SBS-상속자들>로 설정하였다. 세 개의 프로그램은 

분석 기간 내 지상파 4개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프로그램 중 가구시청률 상위 3개

에 해당하였고, 각기 방영요일과 시간 가 달라 주말연속극, 일일연속극, 미니시리즈

로 유형 또한 구분되어 탐색적 수준에서 TV프로그램과 관련된 SNS의 이용행태를 살

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TV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 개 프로그램을 상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분석 상에 한 면 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연구 결과가 특정 프로그램의 사례에만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과적 측면과 인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구시청률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프

로그램들을 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가구시청률 상위 3개 프로그램을 선택한 결과

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서로 구분되는 유형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들을 분

석하는 것이 분석 범위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

다. 

이들 프로그램에 한 시청자들의 다중미디어 이용행태와 시청자 참여를 분석하

기 위해서 트윗트렌드(www.tweetrend.com)를 통해 트위터 메시지를 수집하였는

데, 이 사이트는 약 400만 개의 한글 트위터 계정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검색 서비

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내 게시된 메시지 중에서 프로그램 제목(키

워드)이 포함된 메시지를 추출하여 분석 상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트윗(tweet), 리

플라이(reply), 리트윗(RT)이 포함되었다. 키워드의 경우 프로그램명으로 검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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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 합계

전수 19,241 (32.2) 8,451 (14.1) 32,063 (53.7) 59,755 (100)

표집 387 (32.4) 166 (13.9) 643 (53.8) 1,196 (100)

<표 2> 드라마 <상속자들>에 대한 트위터 메시지 개수 (단위: %) 

으며, <왕가네 식구들>의 경우 축약형인 “왕가네”를 추가하여 검색하였고, <사랑은 

노래를 타고>의 경우 축약형인 “사노타”를 추가하여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상

속자들>의 경우 축약형이 없는 관계로 프로그램명을 단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왕가네 식구들> 1,337건, <사랑은 노래를 타고> 1,005건, <상속자들> 

59,755건의 트위터 메시지가 추출되었다.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는 추출된 

트위터 메시지 전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서는 <왕가

네 식구들>과 <사랑은 노래를 타고>의 경우 메시지 전수를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상속자들>의 경우, 전체 자료의 크기가 방 하여(n＝59,755), 50개 단위로 체계적 

확률 표집을 시행하였다. 추출된 메시지의 작성시간에 따라 매 50번 째 메시지를 표

집하였으며(n＝1,196), 트윗과 리플라이, 리트윗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원 자료의 분

포를 왜곡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표 2> 참조).

1) 분석자료의 측정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는 추출된 트위터 메시지들을 메시지 형식을 기준으

로,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왕가네 가

족들(왕가네)>과 <사랑은 노래를 타고(사노타)>의 경우 추출된 메시지 전수, <상속

자들>의 경우 표집된 메시지를 상으로 하여 유목에 따른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과 코딩은 저자 한 명과 언론학 전공 학원생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

졌다. 내용분석의 기준이 되는 유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전체 분석 자료의 20%

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귀납적 방식을(Bulmer, 1979) 기반으로 한 유목결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코더들은 추출된 20%의 메시지의 내용을 숙지한 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최종 유목을 결정하였다. 이 때 유목의 결정은 문헌연구에서 언급된 시

청자 게시판 내용분석과 트위터 메시지 내용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이루어졌다(권호천, 2008; 신병률, 2006; 신현기·우지숙, 2011; 주창윤, 200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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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구성 메시지형식 사례

정보공유

트윗

'왕가네' 오현경, 고교 동창 여자관계에 질투 '불륜 되나' 

http://tvdaily.mk.co.kr/read.php3?aid=1384688302606231002

[네이버] 뉴스 : ‘사노타’ 김형준, 극단상황 순탄치 않아 http://me2.do/5gP9xjaw 
실시간검색어 1.이연두 2.송서연 3.유재석 4.꽃보다누나 5.이하늬 6.이참 

7.이용규 8.상속자들 13회 예고 9.김정우 10.아시아시리즈

리플라이

'왕가네' 오현경, 투자 유혹에 넘어가 집문서, 인감 훔쳤다 @xportsnews 

http://xportsnews.hankyung.com/tw/?id=392387 
'사노타', 동시간대 1위… 다솜 빛났다 @asiae_daily http://bit.ly/1c7q4xA

리트윗
RT“@StarhausM: [#이민호] '상속자들' 이민호 탄시리즈, 미소부터 버럭까지 

'촘촘한 표정' ▷ http://durl.me/6cw3k8  ▷ pic.twitter.com/1F3Mo2J9yr”

평가

트윗

상남이랑 광박이의 러브스토리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왕가네식구들

사노타 재미씀♥ 근데 너무 짧아서 아쉬웡 ㅜ

상속자들 다음주꺼 빨리 보고싶다

리플라이

세달(오만석)이의 변신ㅋㅋㅋ#왕가네식구들 RT@argang5: 간만에 노인분장~! 

오늘의 마지막 씬을 앞두고~!! pic.twitter.com/je11ClZiNq"

♥.♥ @StarhausM [#이민호] '상속자들' 이민호, 서 있기만 해도 화보 '역시 

만찢남' ▷ http://durl.me/6cqhpa ▷ pic.twitter.com/aVnQkqcrgm

리트윗

내가보는 드라마들 RT @hiOeO: @gomtwt112 아침엔 은희 점심엔 오로라공주랑 

내 손을 잡아 그외엔 상속자들 왕가네식구들 너없이못살아 비 도 봤는데 

끝났더라구요

대박!!!!@TripleS_JY331: 와!!ㅎㅎRT @juyeun31: [스타뉴스] '사노타', 이틀 연속 

자체최고…벌써 30% 육박 http://me2.do/GhZf62gX  김형준 화이팅!! 

http://twitpic.com/dl1mfn

울탄이 열받게 하지마라~~RT@1light_: [상속자들11회예고 움짤2] 그 입 닥쳐라~ 

http://twitpic.com/dkox6u

<표 3> 글쓰기 주제에 따른 유목 구성과 사례

희정, 2002; 홍주현·이창현, 2012).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이나 댓글 등 다른 커뮤니

케이션 채널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SNS가 가진 특성이 발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목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유목은 ‘정보

공유’, ‘평가’, ‘상호작용’, ‘기타’ 항목이다(<표 3> 참조). 이렇게 결정된 유목을 바탕

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체 분석 자료의 10%를 다시 추출하여 두 코

더가 결정된 유목을 기준으로 코딩을 재실시하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코더 간 신

뢰도를 검증하였다(Krippendorff’s α＝.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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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구성 메시지형식 사례

상호작용

트윗

Q.주말 드라마 최고봉! [왕가네 식구들] 23일 시청률 30% 이상 기록할 수 

있을까요? 당연 30% 이상 VS 안돼 30% 미만 '도니캐시'에서 배틀중! 

2013.11.23. 

리플라이

@rtyue1966 맞아 오늘 재밌을꺼 같아 지금 사노타 대기중~ㅋㅋ

@hny0424 @0622dave 눈뜨면 돌아가면서 상속자들 보고있고 눈감으면 

타니얼굴만 동동떠다니니ㅠ

프리허그 기대할께요@MANA803jun 사랑은노래를타고 14화 시청률 최고치 

찍었네요. 쭉쭉 올라서 한태경과 프리허그GO~!!! 김형준 화이팅~!!! 

pic.twitter.com/OidHUl1LB2

리트윗

Q.주말 드라마 최고봉! [왕가네 식구들] 23일 시청률 30% 이상 기록할 수 

있을까요? 당연 30% 이상 VS 안돼 30% 미만 '도니캐시'에서 배틀중! 

2013.11.23 19:00까지

@6BWB 본방사수해라 내남자나옴 RT"@MyloveKBS: 잠시 후 7시 55분부터 

주말 연속극【 #왕가네식구들 】이 방송됩니다. 본/방/사/수! 

http://youtu.be/DQBwfIFm4Dc"

상속자들 RT @ZIOZIA_ [EVENT] 오늘은 럭셔리 하이틴 로맨스 oooo하는 날! 

드라마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 중 3분을 선정해 지오지아의 맨투맨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11.12까지! pic.twitter.com/CUgcJOUQ3P

기타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

[zdnet] 케이블TV로 왕가네 보기...저작권 vs 시청자 권리 http://goo.gl/aWtjXl  
#kor_news

a상속자들 14회 인터넷카지노,·´″°³о▶MBC.AT.VC◀о³°″´·, [[[(^^)(--)(^^) 

=>>용돈 벌이 정도로만 하셔야해요. (^.^)◈you 

첫 번째 유목인 ‘정보공유’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방영정보나 내용, 출연진에 관한 정보적 내용과 관련 뉴스기사

에 관한 내용을 주로 포함한다. 드라마 프로그램의 협찬사나 광고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프로그램 실시간보기, 다시보기 정보와 실시간 검색 순위 정보 역시 해당 항목

에 포함시켰다. ‘평가’ 유목은 프로그램에 한 감정표현, 평가, 해석적 활동 등에 관

련된 것이다. 주로 프로그램과 출연진, 내용 등에 관한 감상평이 해당되며, 프로그램 

정보나 뉴스기사에 덧붙여 감정 표현, 해석을 포함하는 경우와 다른 이용자의 메시지

를 공유하면서 원 메시지에 덧붙여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해석을 포함

하는 경우에도 평가형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항목은 프로그램과 관련

된 내용을 소재로 하여 타 이용자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화, 공유와 확산 등의 목

적으로 작성된 메시지를 의미한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퀴즈, 이벤트 등의 메시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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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프로그램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 합계

왕가네 961 (71.9) 222 (16.6) 154 (11.5) 1,337 (100)

사노타 357 (35.5) 158 (15.7) 490 (48.8) 1,005 (100)

상속자들 19,241 (32.2) 8,451 (14.1) 32,063 (53.7) 59,755 (100)

합계 20,559 (33.1) 8,831 (14.2) 32,707 (52.7) 62,097 (100)

주. χ2 ＝ 1,074.7, df ＝ 4, p＜.001

<표 4> 드라마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의 형식 (단위: %)

시 ‘상호작용’ 항목에 포함되었다.2) 이 외에 프로그램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

은 ‘기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의 형식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 드라마에 한 트위터 메시지 분포(연

구문제 1-1)와 드라마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메시지 형식의 분포(연구문제 1-2)를 

살펴보았다(<표 4>).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메시지 형식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프로그램을 

상으로 했을 때에는 리트윗의 형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리플라이 형식의 

메시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드라마 프로그램에 따라 메시지의 양과 메시지 형식에 

따른 분포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노타>의 경우, 세 개 드라마 중 메시지의 양이 가장 

적었으며, <상속자들>의 경우 <왕가네>, <사노타>에 비해 전체 메시지의 양이 압도

적으로 많았다. <사노타>, <상속자들>은 메시지 형식별로 서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 

반면, <왕가네>는 트윗 형식의 메시지 비율이 다른 두 프로그램에 비해 두 배 정도 

2) 퀴즈나 이벤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반응을 요청하거나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드라마 제작자를 포함하여 관련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제작진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

한다는 점에서 드라마 프로그램의 제작자나 광고주 등 관련자들과 주고받는 트윗 역시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퀴즈나 이벤트에는 개인 이용자가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수의 트위터 유저가 공통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반응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성격을 띤 

메시지 유형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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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공유 평가 상호작용 기타 합계

왕가네

트윗 373 (38.8) 413 (43.0) 171 (17.8) 4 (0.4) 961 (100)

리플라이 82 (36.9) 0 (0.0) 140 (63.1) 0 (0.0) 222 (100)

리트윗 111 (72.1) 2 (1.3) 36 (23.4) 5 (3.2) 154 (100)

합계 566 (42.3) 415 (31.0) 347 (26.0) 9 (0.7) 1,337 (100)

사노타

트윗 171 (47.9) 186 (52.1) 0 (0.0) 0 (0.0) 357 (100)

리플라이 24 (15.2) 2 (1.3) 132 (83.5) 0 (0.0) 158 (100)

리트윗 369 (75.3) 18 (3.7) 103 (21.0) 0 (0.0) 490 (100)

합계 564 (56.1) 206 (20.5) 235 (23.4) 0 (0.0) 1,005 (100)

상속자들

트윗 122 (31.5) 254 (65.6) 8 (2.1) 3 (0.8) 387 (100)

리플라이 48 (28.9) 1 (0.6) 117 (70.5) 0 (0.0) 166 (100)

리트윗 335 (52.1) 15 (2.3) 276 (42.9) 17 (2.6) 643 (100)

합계 505 (42.2) 270 (22.6) 401 (33.5) 20 (1.7) 1,196 (100)

합계

트윗 666 (39.1) 853 (50.0) 179 (10.5) 7 (0.4) 1,705 (100)

리플라이 154 (28.2) 3 (0.6) 389 (71.3) 0 (0.0) 546 (100)

리트윗 815 (63.3) 35 (2.7) 415 (32.3) 22 (1.7) 1,287 (100)

합계 1,635 (46.2) 891 (25.2) 983 (27.8) 29 (0.8) 3,538 (100)

주. 트윗: χ2＝156.6, df＝6, p＜.001; 리플라이: χ2＝23.7, df＝4, p＜.001; 리트윗: χ2＝88.3, df＝6, p＜.001

<표 5> 드라마 프로그램별 메시지 성격 (단위: %)

높았다. <상속자들>의 경우 상 적으로 리트윗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드라마 프

로그램별 트위터 메시지 형식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 

1,074.7, df＝4, p＜.001).

다음으로는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의 성격은 어떠한지 살펴

보기 위해 트위터 메시지에 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2). 전체 메시지

(연구문제 2-1)를 포함, 각 드라마 프로그램별(연구문제 2-2) 메시지 유형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이를 통해, 각 드라마별로 메시지 형식에 따라 메시지 유형의 분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을 상으로 하여 메시지 성격

에 따른 유목별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메시지 중 ‘정보공유’적 

성격을 띤 메시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호작용’형과 ‘평가’형 메시지가 많았

다. 메시지 형식을 세분화하여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으로 구분하여 각 메시지 형식 

내에서 메시지 성격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트윗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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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에서는 ‘평가’ 유목, 리플라이 형식의 메시지에서는 ‘상호작용’ 유목, 리트윗 형

식의 메시지에서는 ‘정보공유’ 유목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

이후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으로 메시지 형식을 구분하고, 각 메시지 유형 내에

서 드라마 프로그램별 트위터 메시지 성격에 따른 메시지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에 해서도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트윗(χ2＝156.6, df＝6, p＜ 

.001), 리플라이(χ2＝23.7, df＝4, p＜.001), 리트윗(χ2＝88.3, df＝6, p＜.001) 형

식 모두에서 드라마 프로그램별로 메시지 성격에 따른 메시지 분포에 차이가 존재함

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리플라이와 리트윗은 형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성을 내포하

는데, <왕가네>의 경우 ‘트윗’ 메시지 형식 내에서도 ‘상호작용’적 성격을 띤 메시지

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Q.자체최고 시청률을 

또 경신한 [왕가네]의 10일 시청률은 33 이상일까? 정답: 그럼! 그럼! 느낌 아니까∼ 

VS 아니∼ 그게 되겠어? '도니캐시'에서 배틀중! 2013.11.10. 19:00까지”, “Q.주말 

드라마 최고봉! [왕가네] 23일 시청률 30% 이상 기록할 수 있을까요? 당연 30% 이상 

VS 안돼 30% 미만 '도니캐시'에서 배틀중! 2013.11.23. 19:00까지” 등의 퀴즈, 이벤

트, 콘테스트 등에 관한 메시지가 다수 존재했다. <사노타>의 경우 트윗 형식 중에서 

상호작용적 특성을 띤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분석 상 메시지 중에서 <왕가

네>, <상속자들>과는 달리 퀴즈, 이벤트, 콘테스트와 관련된 메시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상속자들>의 경우 ‘트윗’ 형식의 메시지들 중에서는 ‘평가’ 유목에 해당하는 

메시지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았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출연진에 한 감상평, 호

감 등의 드라마에 해 반응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많았다.

리플라이는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함께 붙여 특정인의 의견,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거나 말을 거는 메시지 형식으로 이용자 간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리

플라이 형식의 메시지의 경우, <왕가네>와 <상속자들>은 메시지 유형에 따른 분포

가 유사하였다. 상호작용 유목의 비율이 세 드라마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었는데, 이용자 간 드라마 프로그램을 소재로 한 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 외

에 드라마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주로 인터넷 뉴

스의 출처와 뉴스기사가 링크된 경우가 많았다. <사노타>의 경우 정보공유 유형보다 

상호작용 유형 메시지의 비율이 더 높았다. 드라마 출연진이나 제작진에 한 응원

의 메시지, 선호의 감정 표현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리트윗은 타 이용자의 메시지를 인용하거나 재전달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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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로 이 역시 리플라이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확산을 

촉진한다. 상호작용 유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리플라이 형식과는 달리, 리

트윗 형식에서는 세 개 드라마 모두에서 정보공유 유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

자 간 드라마 프로그램을 소재로 한 화가 아닌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

유하고 확산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주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링크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드라마의 OST,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등과 관

련된 정보 역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RT @FNC_ENT: [OST] SBS 드라마스페

셜 #상속자들 PART7 공개! 지금 바로 음원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진

혁-돌아보지 마(Don’t look back)/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등의 메시지가 그 사례다. <상속자들>의 경우 이용자들이 퀴즈, 이벤트, 콘테스트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호작용 유목의 비율이 타 드라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는 다중미디어 이용행태 논의의 범주 내에서 TV프로그

램에 한 SNS 이용 행위에 해 조사하였다. TV 드라마 프로그램 관련 트위터 메시

지를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의 유형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2013년 11월 지상파 채널

에서 방영된 드라마 프로그램 중 가구시청률 상위 세 개 프로그램인 <왕가네 식구

들>, <사랑은 노래를 타고>, <상속자들>을 상으로, 2주 동안 이들 프로그램에 

해 언급한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 형식

의 분포에 관한 것이었다. 메시지 형식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프로그램을 상

으로 한 경우에는 리트윗 형식의 메시지가 전체 트위터 메시지의 절반 이상(52.7%)

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트윗 형식의 메시지가 많았으며(33.1%), 리플라이 형식의 

메시지가 가장 적었다(14.2%). 드라마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메시지 형식에 따른 메

시지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드라마 프로그램에 따라 빈번히 사용되는 트위터 

메시지 형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노타>의 경우, 메시지 양으로 보았을 

때는 세 개 드라마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상속자들>의 경우 <왕가네>, <사

노타>에 비해 트위터 메시지의 전체 양이 매우 많았다. <사노타>, <상속자들>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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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형식의 비율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왕가네>는 트윗 형식의 메시

지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상속자들>의 경우 상 적으로 리트윗의 비율이 높았다. 

<사노타>와 <상속자들>의 경우 전체 분포와 유사하였으나 <왕가네>의 경우는 트윗 

형식이 가장 많았고 리트윗 형식의 메시지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해 본 연구자들은 개별 드라마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특성

과 이용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메시지 형식 간에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라마 프로그램의 특성 요인으로는 방송

요일과 시간 등으로 구분되는 유형(주말연속극, 일일연속극, 미니시리즈 등), 드라마 

프로그램의 내용, 출연진 등이 있다. 방송요일과 시간이라는 편성의 구조적 특성(시

청자의 가시청여부나 재택가능성 등에 영향)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출연진은 주시

청자 집단을 구분 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들 변인에 의해 세분화된 주시청 이용자 

집단이 그들이 시청한 TV 프로그램에 한 반응 등을 트위터에 게재한다고 볼 때, 

주시청 이용자 집단의 특성은 TV드라마－트위터라는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다중미

디어 이용행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TV 시청행태에 영향을 주는 이용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장 많은 주

목을 받는 것은 시청자의 연령이다. TV 시청행태는 연령 별로 차별적인 형태를 보

일 뿐 아니라, 연령에 의한 효과가 존재한다(예: Harwood, 1997; 최양수·황유선·

이연경,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프로그램에 따라 메시지 형식의 비율

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프로그램 주시청자층 자료3)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았다. 

드라마별로 연령 에 따른 주시청자층을 살펴보면, <왕가네>는 40∼60 의 고연령

층 시청자가 타 드라마 프로그램에 비해 고르게 높음을 알 수 있고, <사노타>는 60

 시청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상속자들>의 경우는 40 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나, 타 드라마와 비교해볼 때, 30  이하의 구성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아 젊은 시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청자

구성비

(%)

왕가네 7.9 6.7 12.8 20.6 19.8 27.5

사노타 2.6 4.6 7.0 12.7 21.5 48.9

상속자들 13.9 9.8 22.9 25.6 13.9 11.2

3) 아래 표의 집단별 시청자 구성비 자료는 AGB닐슨에서 제공하는 분석기간 내 해당 프로그램의 전국 시청률 자료를 근

거로 도출되었다. 집단별 시청자 구성비의 경우전체 시청자 중 성, 연령을 기준으로 한 해당 특성의 시청자 집단이 차지

하는 비율로 성의 경우 합이 100%가 된다. 연령의 경우 4∼9세 집단, 70세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 시청자 구성비를 계

산하였으며 <왕가네>의 경우 합이 95.35%, <사노타>의 경우 합이 97.26%, <상속자들>의 경우 97.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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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왕가네>의 경우 트윗 형식의 비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점, 

<사노타>는 전체 트위터 메시지의 양이 적은 점, <상속자들>의 방 한 메시지 양은 

각 프로그램의 주시청층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연령 분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트

위터 이용자들의 정확한 연령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체로 젊은 사람들이 트

위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자들>이 젊은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만큼 트위터로도 그 인기가 옮겨간 반면, 60  이상에게 인기가 많았

던 <사노타>는 트위터 상에서는 상 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왕가네>

의 경우, 40  이상이 주시청자층인 점과 ‘트윗’ 형식의 메시지가 많은 점이 흥미롭

다. 40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리플라이나 리트윗 같은 트위터가 가진 독특한 

메시지 형식을 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하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추정의 타

당성은 몇몇 선행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는데, 연령에 따라 트위터 이용행태에 차이

가 난다거나 트위터 메시지 작성 스타일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발견

된 바 있다(김상채·박종철, 2012; 심홍진·김용찬·손해영·임지영, 2011). 물론 

본 연구의 데이터로는 트위터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들의 연령 를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령이 트위터 메시지의 특정 형식을 선호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추후 보다 정교한 측정과 분석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TV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를 ‘정보공유’, ‘평

가’, ‘상호작용’, ‘기타’ 유목으로 구분하여 성격을 구분해 보았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

을 상으로 하여 트윗, 리플라이, 리트윗으로 메시지 형식을 구분하고 각 메시지 형

식별로 어떠한 성격의 메시지가 다수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트윗 형식의 메시

지에서는 ‘평가’ 유목, 리플라이 형식의 메시지에서는 ‘상호작용’ 유목, 리트윗 형식의 

메시지에서는 ‘정보공유’ 유목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왕가네>와 <사노타>, <상속자들>과 관련된 트위터 메시지를 구분하여 드라마 프로

그램별로 트위터 메시지 성격에 따른 메시지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드라마 프로그램에 따라 각 유목별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왕가

네>와 <상속자들>의 경우 트윗 메시지 유형 내에서도 상호작용적 성격을 띤 메시지

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메시지 중에는 퀴즈, 이벤트, 콘테스트 등에 참여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는 TV관련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의 요소로 놀이 동기를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결된다(Viacom, 2013). 

한편, <사노타>의 경우 그러한 이벤트 관련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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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 역시 드라마의 편성이나 내용적 특성 혹은 주시청층의 성향과 관련 있

다고 보인다. TV프로그램과 관련된 퀴즈나 이벤트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이나 협찬

사에 의해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트위터를 활용한 홍보 메

시지가 트윗이나 리플라이, 리트윗의 형식을 빌어 이용자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 것

이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이나 협찬사의 입장에서, 주시청자층이 SNS의 주이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프로모션 활동을 트위터 채널을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평가’ 유목에 해당하는 메시지에서는 프로그램과 출연진에 한 감상평과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다. 사람들은 시청하고 있는 TV프로그램에 

관한 감정과 의견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하며(Bondad-Brown, et al., 2012; 

Sanchez, et al., 2013), 이러한 행위를 통해 TV 시청의 즐거움을 극 화시키고 소

통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한다(Rubin, 1981). 이러한 미디어 이용자들의 특성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드라마 프

로그램을 평가하는데 트위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와 보고서들에 의하면 TV와 인터넷 매체조합의 동시사용은 매우 빈번

하게 일어난다(Advertising Age, 2002; Pilotta, et al., 2004; Pilotta & Schultz, 

2005; Nielsen, 2012).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을 통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TV를 시청하면서 트위터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가’ 

유목에 해당되는 메시지 중에서 TV시청 중에 즉각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트윗과 리플라이 형식에서 이러한 경우

가 많았다. 트위터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메시지 작

성이 쉽고, 짧은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효율적이어서,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사용

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은 다양한 매체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

는 동시에(황혜정, 2009), 이용자 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해 주는 데 기

여할 것이다. 드라마 프로그램에 한 시청자 참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권호천, 

2008; 신병률, 2006; 주창윤, 2002 등)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한 참여 유형을 프로그램에 한 반응과 평가, 해석적 활동, 드라마 공

동체 참여, 제작진과의 상호작용, 수용자 간 상호작용 등으로 밝혀낸 바 있다. 이러

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다시보기 정보, 실시간 보기 링크 정

보를 제공하거나 실시간 키워드 혹은 검색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소셜 미디어의 특

성이 반영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됨으로써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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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용자들의 프로그램 공유, 확산, 추천 등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커뮤니케이

션 양식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텔레비전 관련 소셜 미디어 이용 행위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 이용자의 의견피력과 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트

위터 이용행태 중에서도 TV프로그램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TV프로그램에 한 시청자들의 반응과 평가, 해석적 활동

과 공유, 참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높은 동시이용률을 보

이는 매체 조합인 TV와 SNS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즉 시청하는 프로

그램에 한 반응과 평가, 해석적 활동이 SNS를 통해 재생산, 재확산되는 이용행태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TV와 SNS의 동시 이용행태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SNS를 통해 TV 드라마를 소비하는 변화된 형태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확인하고, 시

청자 게시판이나 댓글 등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비교하여 SNS의 특성이 차별적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다중미디어 이용 영역뿐 아니라, 선행연구들

에서 다루어 온 TV 프로그램과 시청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드라마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SNS 이용행태를 

밝힘으로써 드라마 프로그램과 시청자의 특성에 따라 시청자의 상호작용 유형이 달

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의 상호작

용을 꾀하는 TV 프로그램 제작자나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수행하는 입

장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 우선 트위터 메시

지 표집에 있어, 드라마 제목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드라마와 

관련되었으나 드라마 제목이 포함되지 않은 메시지들(예컨 , 주인공 이름만 적힌 

메시지)은 분석 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분석 상 메시지가 해당 드라마와 관

련된 트위터 메시지 전수를 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TV와 SNS의 동시이용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분석 상에 포함시켜 트위터 메시지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른 주시청자 집단의 차이가 트위터 메시지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드러났고, 이에 한 분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

는다. 분석 상으로 선정된 드라마 프로그램 세 편은 분석기간 내 시청률 상위 프로

그램이었다는 점 이외에 분석 상으로서의 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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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는 드라마 프로그램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의 사례 연구라고 여겨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TV와 SNS의 다중미디어 이용행위를 포괄적, 그리

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존의 TV 프로그램의 시청자 참여 관련 

연구와 트위터 연구가 가진 내용분석의 유목들을 근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다중 미디어 이용행위를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이나 분석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에 와서 새롭게 생겨난 다중미디어 이

용행태를 정교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나 해석틀이 부재하다는 한

계를 본 연구도 넘어서지 못하였다. 다중 미디어 이용행태는 앞으로 보다 더 본격화

되고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용자의 다변화된 미디어 이용행태에 한 이론

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추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실제 행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TV와 SNS의 다중미디어 이용

행태를 측정, 분석했다는 점은 자기보고식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미디어 이용동기, 

수용자 연구 영역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TV와 SNS를 동시

에 이용하는 다중미디어 이용 행위가 보편적 현상이 되었으나, 이에 한 분석은 아

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프로그램에 한 참여 및 관여 행위가 SNS상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의 다중미디어 이용

행위에 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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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nt Analysis of TV-related Twitter 
Messages
Message Forms and Types of Tweets on TV Dramas

Yeonky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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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V-related Twitter messages from the multiple media use 

perspective. Twitter messages referring to specific TV drama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message forms and types. The top three TV dramas based on 

the ratings were selected, and the twitter messages about those dramas during a 

period of two weeks in November, 2013 were collected via a social media search-

ing tool. Tweeter message forms were categorized into tweet, reply, and retweet; 

message types into sharing, evaluation, interaction, and others. The content analy-

sis revealed that message forms and typ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drama 

program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on multiple media use including TV and 

the internet, the distinct features of Twitters such as real-time communication and 

interactivity were reflected in the TV drama-related Titter messages analyzed in this 

study. Also, the viewers’ characteristics of each drama were distinguished via ana-

lyzing the types and forms of Twitter messages of each program.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regarding multiple media us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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