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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인터넷관심도는 TV 프로그램 관련 검색 키워드 및 검색수, 검색결과를 통한 방송사(공식 홈페이지, 다시보기, 미리보기 등) 접속 수 등
일일 약 3억 건 / 주간 약 20억 건 이상의 줌닷컴(http://zum.com)을 통한 이용자의 검색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방영중인
TV 프로그램 (2014년 11월 26일 기준 142개 채널, 864개 방송)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수집, 분석하여 수치화된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TV 인터넷관심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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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찾기 & 흙수저
2015년에는 학벌, 외모, 집안등 후광
요소에 반발해 숨겨진 진짜 실력파 인
재를 찾고, 갑질에 대항하거나 풍자하
는 프로그램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복면가왕, 언프리티 랩스타, 풍문으로
들었소, 송곳, 그녀는 예뻤다, 무한도
전(바보어벤저스) 등이대표적인예.

쿡 방 & 요 남 자
2015년은 쿡방과 쉐프테이너가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요섹남’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요리하는 남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 등장했다. 집밥 백선생,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오 나의 귀신님(주
인공이 쉐프로 등장) 등이 대표적.

다시 보고 싶은 추억
옛 추억을 부르는 콘텐츠로 반가웠던
2015년. 과거 인기 가요를 다시 한 무
대에서 보여준 무한도전(토요일 토요
일은 가수다), 응답하라 1988, 마이
리틀 텔레비전(김영만 종이접기),
경찰청 사람들 2015 등은 네티즌의
뜨거운관심과공감을얻었다.

한눈에보는2015년TV 트렌드

2015년 가장 뜨거운 네티즌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은 MBC의 <그녀는 예뻤다>

못생긴 여자 주인공이 다시 예뻐지는 장면
이화제가되어 2015년최고관심도기록.

[표] 그녀는예뻤다주간관심도변화

TV 인터넷관심도 카테고리 종합 순위는
국내드라마 > 연예/오락 > 시사교양 순

2014년 대비 가장 큰 관심도 성장을 보인
분야는연예/오락 분야로 2배이상성장.

[표] TOP3 카테고리 연간관심도비교

▲75% ▲137%

▲65%

국내드라마 연예/오락 시사교양9월3주 10월1주 10월3주 10월5주 11월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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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종합순위

순위 방송명 방송사

1 그녀는예뻤다 MBC

2 신서유기 TV캐스트

3 응답하라 1988 tvN

4 용팔이 SBS

5 풍문으로 들었소 SBS

6 육룡이나르샤 SBS

7 킬미, 힐미 MBC

8 프로듀사 KBS2

9 냄새를보는 소녀 SBS

10 신천지에빠진사람들 CBS TV

11 후아유 -학교 2015 KBS2

12 오나의귀신님 tvN

13 앵그리맘 MBC

14 밤을걷는선비 MBC

15 무한도전 MBC

16 웃음을찾는 사람들시즌2 SBS

17 미스터리 음악쇼복면가왕 MBC

18 힐러 KBS2

19 삼시세끼 -어촌편 tvN

20 마이리틀텔레비전 MBC

그녀는 예뻤다
MBC

사라진미모찾기,네티즌이열광한못난이의환골탈태

배우 황정음이 ‘잭슨(극중 마이클 잭슨을 연상하는 의상으로 얻은

별명)’으로 ‘못난이’가 되어 돌아온 드라마 그녀는예뻤다
는 지난해 네티즌에게 가장 화제가 된 프로그램으로 선
정.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듯이 못생긴 여자 주인공
이 다시 예뻐지는 순간(10월3주 방영 분),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보이며가장높은관심도를기록.

[표] 2015년그녀는예뻤다주간관심도추이

9월3주 10월1주 10월3주 10월5주 11월2주

여자주인공이
미모를되찾는장면방영



방송사종합순위

순위 방송사

1 MBC

2 SBS

3 KBS2

4 tvN

5 JTBC

6 KBS1

7 Mnet

8 TV캐스트

9 EBS1

10 MBC every1

11 투니버스

12 MBN

13 채널A

14 TV조선

15 도쿄TV

16 올리브

17 CBS TV

18 후지TV

19 On Style

20 OCN

MBC

인기드라마, 예능다있다!MBC 

2015년 TV 인터넷관심도 종합 순위
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예능 무한도전,
복면가왕, '믿보황’ 키워드를 만들어낸
드라마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MBC 프로그램에
대한네티즌관심상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그녀는

예뻤다

킬미, 힐미 앵그리맘 밤을걷는

선비

무한도전

[표] 2015년MBC 관심도 TOP5 프로그램

지상파 VS 케이블
[표] 2015년지상파/케이블월간관심도추이케이블방송에대한관심도성장세

예능과 드라마의 인기에도 불구, 지상
파 방송 관심도는 하락세. 반면 JTBC
시사교양 냉장고를 부탁해와 tvN의 새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인기로 인해
케이블 방송에 대한 관심도는 2015년
하반기다소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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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드라마

웹툰의
재탄생

못생긴 여자 주인공등장 & 추억의 1988년

급변한 외모로 첫사랑을 재회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
로 인기를 끈 MBC 그녀는 예뻤다의 영향으로, 2015
년 10월국내드라마분야관심도가절정.
11월 tvN의 추억 시리즈, 응답하라 1988이 방영을
시작해국내드라마분야가높은관심도기록.

[표] 2015년국내드라마분야월별관심도추이

[표] 2015년국내드라마분야월별관심도 1위프로그램

월 방송명 방송사

1월 킬미, 힐미 MBC

2월 킬미, 힐미 MBC

3월 풍문으로 들었소 SBS

4월 냄새를보는소녀 SBS

5월 후아유 - 학교 2015 KBS2

6월 프로듀사 KBS2

7월 오나의귀신님 tvN

8월 용팔이 SBS

9월 용팔이 SBS

10월 그녀는예뻤다 MBC

11월 응답하라 1988 tvN

12월 응답하라 1988 tvN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에는웹툰을원작으로한드라마가다수방영되어온라인에서화제.
하이드 지킬 나, 호구의 사랑, 냄새를 보는 소녀, 오렌지 마말레이드, 밤을 걷는 선비,
라스트,송곳등이대표적인예로방영당시 TV인터넷관심도순위에서상위권차지.



연예/오락

음악으로
하나되어

호기심 자극 음악방송 & 쉐프테이너 화제

2015년 4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 등장해 4
월 연예/오락 분야 관심도 상승. 복면가왕은 매회 출
연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화제. 한편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마이 리틀 텔레비전(백종원 출
연)등쉐프가출연한예능이인기.

[표] 2015년연예/오락분야월별관심도추이

[표] 2015년연예/오락분야월별관심도 1위프로그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요제,오디션,노래경연등음악관련연예/오락프로그램이인기.
‘토토가’, ‘영동 고속도로가요제’ 등으로화제가된무한도전,편견없이숨은실력파
가수를보여주는복면가왕,참가자의무대와심사평으로화제가된 K팝스타시즌4,
언프리티랩스타시즌2등이연예/오락분야 TV인터넷관심도에서상위권차지.

월 방송명 방송사

1월 무한도전 MBC

2월 삼시세끼 - 어촌편 tvN

3월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시즌4 SBS

4월 웃음을찾는사람들시즌2 SBS

5월 마이리틀텔레비전 MBC

6월 미스터리 음악쇼복면가왕 MBC

7월 마이리틀텔레비전 MBC

8월 무한도전 MBC

9월 신서유기 TV캐스트

10월 신서유기 TV캐스트

11월 무한도전 MBC

12월 무한도전 MBC



시사교양

진실을
찾아라

미스터리 사건·사고 파헤치기

2015년 3월 1년에 걸쳐 8부작으로 제작된 기획 프
로그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방영을 시작해 시사
교양분야월간관심도가급상승.미해결 사건·사고를
재조명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엽기토끼 살인’ 등이
화제가되며 2015년시사교양종합 1위차지.

[표] 2015년시사교양분야월별관심도추이

[표] 2015년시사교양분야연간관심도종합순위

순위 방송명 방송사

1 그것이알고 싶다 SBS

2 신천지에빠진사람들 CBS TV

3 썰전 JTBC

4 김제동의 톡투유 JTBC

5 역사저널 그날 KBS1

6 TV 동물농장 SBS

7 생방송투데이 SBS

8 2TV 저녁생생정보 KBS2

9 추적 60분 KBS2

10 경찰청사람들 2015 MBC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궁금했던사건에대한관찰내용을공개하는방송이화제.
대표적인 장수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8부작 특집 시사교양 프로그램
신천지에빠진사람들등이시사교양분야 TV인터넷관심도상위권차지.



뉴스

공포의
메르스

정보공개정당성논란&다양한게스트의등장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뉴스룸이 뉴스 분야 부동
의 관심도 1위 유지. 2015년에 뉴스룸은 메르스 관
련 보도 외에 ‘성완종 녹취록 공개’ 논란 및 지드래곤,
강동원, 이정현, 싸이, 러셀크로우 등 뉴스에서 보기
힘든유명인을게스트로초대한인터뷰로화제.

[표] 2015년뉴스분야월별관심도추이

[표] 2015년뉴스분야연간관심도종합순위

순위 방송명 방송사

1 뉴스룸 JTBC

2 SBS 8시뉴스 SBS

3 MBC 뉴스데스크 MBC

4 KBS뉴스9 KBS1

5 KBS 뉴스광장 KBS1

6 보고합니다! 5시정치부회의 JTBC

7 KBS 뉴스 7 KBS1

8 JTBC NEWS 아침& JTBC

9 MBC 뉴스투데이 MBC

10 SBS 생활경제 SBS

전국민을공포에떨게했던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영향으로,
2015년 6월뉴스분야월간 TV인터넷관심도가급상승해최고치를기록.
뉴스분야관심도 1위프로그램뉴스룸역시올해 6월가장높은관심도를기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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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TV 인터넷관심도월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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