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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콘텐츠 추천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선호도와 동영상(아이템) 유사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한 서비스는 주로 사용자의 검색 키워드와 시청시간과 같은 개인 선호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
한 동영상에 지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랭킹화한다. 그러나 한정된 키워드만을 이용한 동영상 유사도를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지정한 키워드가 아이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 동영상으로부터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 모든 단어를 고려하여 유사도를 분석하며, 이런 경우 

데이터와 연산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클러스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빅데

이터 영상 분석을 통해 동영상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기본 모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order to recommend contents, the company generally uses collaborative filtering that takes into account both user 
preferences and video (item) similarities. Such services are primarily intended to facilitate user convenience by leveraging 
personal preferences such as user search keywords and viewing time. It will also be ranked around the keywords specified 
in the video.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nalyzing video similarities using limited keywords. In such cases, the problem 
becomes serious if the specified keyword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item.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ropose a system tha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a video as it is by the system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analyzes and recommends similarities between videos. The proposed system analyzes 
similarities by taking into account all words (keywords) that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training videos, and in such 
cases, the methods handled by big data clusters are applied because of the large scale of data a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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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새로운 미디어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이 동영

상 공유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그 증가세 또

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본 문자와 정지 영상 위서의 

문서로 구성된 미디어에서 동영상으로 전환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선호도 기반 추천 시스템은 최적의 맞춤형 상품을 추천

하기 위해 사용자 행동분석, 평가분석, 상품 분류 카테

고리 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그러나 상품 특

성을 반영하는 정보는 사용자가 입력한 카테고리와 키

워드로서 상품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텍스트 문서와 같은 콘텐츠 추천을 위해서 일반적으

로 사용자 선호도와 문서의 유사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는 주로 사

용자의 검색 키워드와 개인 선호도를 활용하여 사용자

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러나 한정된 키워드만을 이용한 

아이템 유사도를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서비스 사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일반적 동영상 검색 모듈은 사용자가 지정한 키워

드를 중심으로 랭킹화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전술한 협업 필터링을 통해 새로운 아이

템을 추천한다. 이 때 아이템의 유사도는 주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입력 키워드가 아이템의 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도 분석의 효율

은 상당히 떨어지며, 때에 따라서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 의해 동영

상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동영상간의 유사도

를 분석하여 추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

하는 시스템은 새로이 오픈하는 교육 동영상 공유 서비

스 플랫폼의 각종 교육 동영상으로부터 차별화된 의미

를 갖는 모든 단어인 형태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형태소

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런 경우 동영상 데이터의 규모는 크고 계속적인 생

성이 되며, 동영상으로부터 추출되는 형태소의 크기는 

매우 가변적이며, 또한 규모도 매우 크다. 따라서 기존

의 유사도 분석과 같이 단일 프로세서를 활용할 경우 와 

연산 비용이 매우 증가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클러스터에서 추출

된 형태소를 이용하여 동영상간의 유사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고자 한다.
주어진 문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추출한 형태소

를 기반으로 각각의 교육 동영상을 여러 개의 부분영상

인 클립(clip)으로 분할하여 처리한다.
이 논문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

드가 아닌 동영상의 형태소를 추출하고 빈도수를 계산

함으로써 아이템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특징을 반영한 

유사도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대용량의 동영상의 형태

소를 처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극 활용하

였다. 그리고 제안한 클립 생성 모듈과 클립별 유사도 

측정 결과는 주어진 키워드에 최적화된 클립의 시퀀스

를 자동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또한 제

안한 시스템은 빅데이터 영상 분석을 통해 동영상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기본 모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동영상 유사도를 고려하는 응용에 다양하

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사용자 

추천 시스템과 동영상 유사도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고,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추천 시스템의 구성과 각 

단계별 기능을 소개하고, 제 4 장에서는 형태소 추출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도 분석 기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그
리고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KoNLPy는 형태소 분석, 태깅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Kkma, 코모란, Hannanum, Open KoreanText[1-3] 
등 다양한 형태소 분석을 위한 API를 지원한다. 그러나 

문맥상의 반어법, 조사와 부사의 제거, 형용사 강조 등

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 
구글은 이미지 검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AutoML 

Vision[4]과 Vision API[5]를 지원하며, 영상 분석이 가

능하다.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AutoML Vision은 라벨

링된 이미지를 학습데이타로 사용하여 정의된 카테고

리로 예측이 가능하다. 기존의 동영상 분석을 위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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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용

량의 동영상일 경우 프로세서의 높은 처리 능력을 요구

하며, 많은 과금 비용도 요구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 
동영상의 키워드 중심 검색에 대한 연구[6]에서는 동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하고, 랭
킹화하여 검색에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동영상

에 대해 키워드 빈도수 분석을 해야 하기에 빅데이터 플

랫폼인 스파크[7]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영상간의 유사도를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는 현재 시청중인 동영상과 유사한 동영상을 추천하는 

필요성이 많은 경우 동영상 간의 유사도를 도출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학 교육 분야의 연구에 대한 키워드 추출 방

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지만 연구자가 제시한 소수의 

연구 키워드를 근거로 전체 연구 방향을 예측하는 방안

을 제시하지만 문서 자체의 특성을 다루지 않고 있다.
문서 및 동영상의 유사도를 도출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서에 대한 관련 연구 [8-11]은 유사도

를 활용하여 유사 특허 문서를 검색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지만, 한정된 검색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하고, 키워

드의 빈도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빈도수를 다루지 않고 있다.
단어 간의 유사도를 이용한 뉴스 토픽을 추출하는 연

구[12]에서는 같은 문장에 나오는 두 단어는 유사도가 

높다는 특성을 이용하고 있고, 유사도 행렬을 제작한다. 
이는 추출된 단어로부터 공통적인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문서 유사도를 다루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관련 연구 [13]에서는 q그램 빈도를 기반으로 문자열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범위를 표현하여 문서 유

사도를 도출한다. 그러나 역색인의 크기를 줄여 메모리

에서 처리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관련 연구[14]은 사용자 선호도와 단어 및 빈도를 고

려한 아이템 기반 협력적 필터링 기법을 제공하고 있어 

유사도 도출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정된 단어 및 빈도 만을 고려

한다는 점이 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관련 연구 [15]은 코사인 유사도와 TF-IDE 방식을 사

용하여 유사단어와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으며, 전처리 과정을 도입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

하고 있지만, 이슈가 되는 단어를 선정하고자 하는 점이 

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관련 연구 [16]에서는 코사인 유사도와 벡터 행렬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문장 간 구문 유사도만을 도출하는 

연구로서 어문 및 어순도 고려하지만, 용량이 큰 동영상

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유사도 연구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법으

로 대용량 희소 벡터 행렬에 대한 임계치 이상의 값을 

갖는 유사도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색인 기법

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사도 도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동영상으로부터 추출된 단어 및 빈도를 고려한 유사도

를 처리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콘텐트를 제공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특성상을 고려한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제시

한 연구는 없었다.

Ⅲ. 유사 동영상 추천 시스템

개방형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 유사 동영상을 추출

하고, 사용자에게 추천하기 위한 시스템은 그림 1과 같

이 구성된다.

Fig. 1 A System Structure for Video Recommendation

그림 1에서 추천시스템은 빅데이터 처리 클러스터에

서 동작하며, 형태소 추출 모듈, 형태소 빈도 측정 및 랭

킹화 모듈, 클립(Clip) 생성 모듈, 유상 영상 색인 모듈 

그리고 색인 기반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각 

모듈의 세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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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태소 추출 모듈

이 논문에서는 콘텐츠 제공자가 제작한 교육 동영상

이 입력되면 형태소 분석 모듈이 동영상의 모든 음성을 

문자화하여 의미 있는 단어인 형태소로 분리해 낸다.
실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한자의 경우나 단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영어의 경우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반면, 
한글의 경우 다양한 조사, 형용사, 부사 등과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구성되어 추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의미론적 형태소 분석 모듈[6]기초로 

하며,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기존 시스템들도 주

로 공백을 구분자로하여 형태소 분석을 하지만, 그림 3
과 같이 여기에서는 형용사와의 조합 추출, 부사의 결합 

방법과 한나눔을 활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하고 처리한다.

Fig. 2 Analysis process of semantic morphology(1)

Fig. 3 Analysis process of semantic morphology(2)

3.2. 형태소 빈도 측정 및 랭킹화 모듈

전술한 형태소 분석 모듈이 생성한 동영상의 형태소

는 대용량이며, 개방형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는 무수히 

많은 동영상이 실시간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하둡보

다는 실시간 처리와 반복 계산에 유리한 스파크를 빅데

이터 처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 형태소의 빈도수를 측

정하고 내림차순으로 랭킹화 한다[학생 논문]. 그림 4와 

같이 스파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구조는 [형태소, 빈
도수] 형태의 KV 구조를 가지며, 각 동영상 별로 빈도수

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며, 키워드 기반 검색

의 효율성을 위해 각 형태소별로 랭킹화한다.

Fig. 4 Keyword frequency and ranking

3.3. 클립 생성 모듈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동영상의 클립 생성 모

듈은 이미 연구되었던 형태소 분석 모듈과 빈도 측정 및 

랭키화 모듈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유입되는 동

영상을 여러 개의 의미 있는 부분 동영상인 클립(Clip)
들을 생성한다. 클립별로 유사도를 측정이 가능하기 때

문에 사용자가 제시한 검색 키워드에 최적화된 보다 세

분화된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각 클립은 아래와 같이 스키마가 구성된다.
[클립ID, 동영상ID, 동영상내의 시간 위치]

이 논문에서의 클립은 연속된 샷의 집합으로 정의한

다. 샷은 중단 없이 촬영된 영상을 의미하며, 샷의 시작

은 급격히 바뀌는 영상 프레임 또는 교육 동영상에서 프

리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바뀌는 프레임이다. 
이 논문에서 클립을 생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인

접한 샷 간의 유사도가 임계치 이상이면 샷을 통합한다. 
만약 인접한 샷의 유사도가 떨어지면 새로운 샷을 구성

한다. 이렇게 유사도가 떨어지는 샷은 다른 주제일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 샷 간의 유사도는 식 1과 같

은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ularity)을 기본으로 하는 

정규화 된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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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정규화된 코사인 유사도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선 전술한 형태소 분석 모듈과 빈도수 측정 및 랭킹

화 모듈을 이용하여 현재 클립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

된 <형태소, 빈도수>형식의 필드 리스트 A가 존재한다. 
이 리스트와 새로운 입력되는 샷의 필드 리스트 B간의 

유사도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빈도수를 정규화 한다. 
빈도수의 정규화는 하나의 리스트에서 각 필드의 빈

도수의 전체합이 1이 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

규화된 빈도수로 두 리스트 A와 B간의 유사도는 식 (2)
와 같이 정의된다. 새롭게 입력되는 샷의 리스트인 B가 

작기 때문에서 B를 기준으로 벡터 행렬 테이블을 구축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방

식을 택한다. 

cos  


∙  (2)

3.4. 유사 동영상 색인 모듈

3.3 절의 결과는 모든 동영상은 각각 여러 개의 클립

으로 이루어진다. 동영상 공유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분

야의 새로운 동영상이 끊임없이 유입된다. 이렇게 유입

된 동영상도 사용자의 질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동영상과 기존의 수많은 동영상과의 유사도를 

항상 재계산해야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러

한 경우 키워드 형태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

라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각 클립간의 유사도 색인을 구

축함으로써 사용자의 검색에 빠른 응답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현재 시청중인 동영상과 가장 유사한 동영상을 

빠르게 추천하고자 한다.

(1) 동영상간의 유사도 추출

하나의 동영상은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하여 긴 동영상

의 모든 형태소를 고려하면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것도 

무수히 많아 벡터 행렬 테이블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동영상간의 유사도 도출을 위

해 사용하는 형태소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 각 동영상별로 빈도수의 합이 상위 30%이내인 것

으로 한다. 
- TF.IDF 기법을 활용하며 그 값이 1에 가까운 단어

는 유사도 측정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

어는 거의 모든 동영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 클립간의 유사도 추출

클립의 형태소 별로 빈도를 표현하면 그림 5[8]와 같

다. 그림 5의 가로는 형태소이고, 새로는 클립을 의미한

다. 행렬의 수는 빈도수이다. 

Fig. 5 Morphological representation by clip

전술한 바와 같이 분할된 각 클립별로는 형태소의 수

가 적지만 분할된 클립의 총 수가 많아서 전체 형태소의 

수는 매우 많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은 빈도수 행렬은 0
인 경우가 대부분인 희소 행렬(Sparse Matrix)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활한 처리를 위해 fit_transform() 메서드

와 toarray()메서드를 이용해 희소행렬과 2차원 행렬로 

변환한다.
클립간의 유사도 추출은 수식 (2)를 이용하며, 그 결

과는 그림 6과 같은 형태이다. 그림 6에서 세로와 가로

는 각각 클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행렬[1,2]의 값은 

클립1과 2의 유사도이며 대각선은 자기자신과의 유사

도이고, 대칭형 값을 가진다.

Fig. 6 Similarity by Clip

전술한 바와 같이 클립의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사도 값

이 임계치 이상인 경우만 각 클립별로 유사도의 내림차

순으로 리스트 형태로 관리한다.

(3) 새로운 클립의 추가 

새로운 클립이 추가되면 새로운 형태소를 빈도벡터 

행렬에 추가하며, 그 행렬에서 새롭게 추가된 형태소만

을 대상으로 유사도를 도출한다. 그 뒤 실시간 관리를 

위해 임계치 이상의 유사도를 가진 리스트를 생성하고 

아울러 기존 클립별 리스트의 마지막에 추가한다. 그리

고 주기별로 리스트내의 요소들을 재정렬한다.
동영상의 추가에 대한 처리 방안도 클립의 추가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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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흡사하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3.5. 동영상 추천 시스템의 활용

그림 7과 같이 하나의 동영상이 3개의 클립으로 구성

될 경우 클립1과 3은 유사도가 높고 2는 낮은 경우, 이 

논문에서 제시한 유사 동영상 추천 시스템은 키워드 검

색으로 클립을 추천받기를 원하는 경우 클립 2는 생략

하여 1,3번을 추천하고, 동영상을 추천받기를 원하는 경

우 1,2,3번을 추천한다.

Clip1 2 2

Fig. 7 Clip Composition in a movie

아울러 특정 키워드에 최적화된 클립들만을 시청하

기를 원할 경우 유사 동영상 클립 색인을 참고하여 최적

의 동영상의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에 맞는 클립들을 조합하여 동영상

을 재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의 생성이 가능하며, 하나

의 동영상에서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클립을 시스템

에 의해 선정할 있으므로 도입부의 영상으로도 자동 생

성이 가능하다.

Ⅳ. 결  론

기존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주로 사용자 선호도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유사 콘텐츠를 추

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아이템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동영상 공유 서

비스 플랫폼에서 동영상의 특성을 반영한 유사 동영상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음성

으로부터 문장을 생성하고, 문장으로부터 추출된 형태

소를 활용하였고, 대용량인 동영상을 감안하여 빅데이

터 클러스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동영상을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는 작은 단위

인 클립으로 나누어 유사 동영상 및 유사 클립을 추출한 

뒤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검색에 활용에 활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매우 분야가 다양하며, 항상 새로운 콘

텐츠가 생성 및 유입되는 교육용 동영상 강좌의 공유 서

비스 시스템에서 교육 내용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듈로 적극 활용 가능하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아이템 유사도를 근간으로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선호도는 고려하

지 않는다.
향후, 유사도 측정을 로컬라이징하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이는 공간 조인 인덱스(Spatial Join Index)를 구

축하는 것처럼 유사도 색인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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