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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 시대로 도래했다. 한 개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온라인 서비스로 

업로드 하고, 많은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를 이용해 시청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사용자가 기존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

를 찾아서 시청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를 업로드 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제

한된 단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검색해야 하는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검색 결과의 유사도 효율 

저하와 잘못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콘텐츠 정보를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영

상이 보유한 특성을 추출해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 동영상의 음성데이터를 근거한 스토리 내용을 근거로 형

태소를 추출해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 내용을 다룬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has brought the era of one-man media. An individual produces content on user 
own and uploads it to related online services, and many users watch the content of online services using devices that 
allow them to use the Internet. Currently, most users find and watch content they want through search functions provided 
by existing online services. These features are provided based on information entered by the user who uploaded the 
content. In an environment where content needs to be retrieved based on these limited word data, user unwanted 
information is presented to users in the search results.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system actively analyzes the video in the online service, and presents a way 
to extract an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held by the video.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tract morphemes based on 
the story content based on the voice data of a video and analyze them with big data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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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
로운 미디어 들이 생겨나고 기존에 있던 미디어들이 점

차 밀려나고 있다. 새로 생겨나는 미디어 들을 통해 개

인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를 소비하는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형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얻었던 과거와는 다

르게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

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

용자에게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에 

상관없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영상은 자막 및 음성 기반 대량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영상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 영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와 같은 형태소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을 분석하고 사용

자에게 추천 영상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실시간 동영상 

플랫폼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새로운 동영상이 생겨나며 

영상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대량의 영상을 분석해야 하

며 이는 연산 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영상 빅데이

터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산 기법 등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아이템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요구와 편의성을 도

모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각각 개인에 맞

는 최적화된 영상을 제공함으로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추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Ⅱ. 관련연구

유튜브는 대표적인 영상 제공 서비스로 2019년 기준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새 동영상이 업로드된

다. 콘텐츠가 쌓여 가는 속도가 사용자의 콘텐츠 소진 

속도보다 매우 크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시청

하는 시간보다 영상을 검색하는 시간이 더욱 많이 소요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유튜브의 경우 현재의 기술로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

여 사용자에게 영상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는 자원 한계 및 GGC(Google Global Cache)의 특성 등

의 문제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추천 알

고리즘은 사용자가 과거에 시청했던 영상, “좋아요” 버
튼을 클릭했던 영상을 기반으로 관련 영상정보와 영상

에 붙어있는 태그 정보, 카테고리 정보 등과 종합하여 

영상을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영상 자체의 내용

을 분석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추천이 이루어

질 수 없다[1].
이처럼 기존에 사용되는 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검색한 기록정보, 개인이 선호하는 영상정보

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2][3]. 여기서 사용되

는 키워드는 사용자가 영상에서 지정한 제목, 해시태그, 
영상 설명 등이다. 이 경우 제한된 단어만 사용되며 영

상 제작자가 고의로 검색 키워드를 조작하거나 광범위

한 해석을 통해 지정할 경우, 실수로 다른 키워드를 입

력하는 경우에는 유사도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는 등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시스템에서는 제작자의 개입

을 줄이고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영상을 분석하여 영상

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특성을 반영한 추천시스템을 

제안한다. 영상 내의 음성데이터와 자막 정보를 바탕으

로 형태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영상의 내용 및 특

징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용자의 시청 패턴과 결합하

여 추천 영상을 제공한다.

Ⅲ. 영상 내용 기반의 사용자 추천 시스템 구현

3.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올린 영상의 음성데이터를 바

탕으로 영상분석을 하는 능동형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직접 영상이 가지고 있는 자연어를 형태소 분석기를 통

해 분석한다. 이와 동시에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영상에

서 원본 영상에서 추출된 짧은 시간의 영상 클립을 생성

한다. 클립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다. 시간이 

부족하여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 싶은 사용자나, 짧
은 영상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영상에서 

형태소를 추출한다.
모든 영상에서 추출된 형태소 정보 즉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아이템의 특성을 반영한다. 빅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분석한 정보를 통해 아이템의 특성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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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는 정확한 영상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템의 특성만 반영하여 추천할 경우 사용자에게 

맞춤 영상을 추천하기 어렵다. 영상분석과 더불어 사용

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더 정확한 영상을 추천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들 개개인 선호도 만족을 위해 사용

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에 알맞게 사용자와 아이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영상을 추천한다. 

3.2. 시스템 구조

그림1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교육 영상을 추천하는 

능동형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용자 

기반 정보를 관리하는 RealTime Module과 각 사용자에

게 맞춤형 영상을 추천하기 위한 Recommendation 
Module, 그리고 영상을 분석하고 결과를 관리를 통해 

유사한 영상을 보여주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클립을 

생성하는 Video/Clip Similarity Module로 구성된다.

Fig. 1 System Structure

3.2.1. 영상분석 기능

Video/Clip Similarity Module에서는 영상이 등록될 

경우 영상을 분석한다.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

림처럼 진행된다. 먼저 영상이 가지고 있는 음성데이터, 
즉 자막 파일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2는 영상

을 등록할 경우 모듈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Fig. 2 Similarity Module process

영상분석은 3개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데 각각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 형태소 추출 

아이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영상의 내용은 음성데이터로 나타

낼 수 있으며 음성데이터는 자막 파일로 변환시킬 수 있

다. 아이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막 파일을 시스

템이 스스로 분석하여 영상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먼저 자막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기

가 필요하다. 자막 파일은 자연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로 

되어있다. 각 자연어에 종류에 따라 다른 분석기를 이용

해야 한다. 한국어는 언어 유형학적으로 교착어에 해당

한다. 교착어는 실질형태소인 어근에 형식 형태소인 접

사를 붙여 단어를 파생시키거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는 언어를 가리킨다.
교착어인 한국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

기를 사용해야 한다. 형태소란 교착어에서 사용하는 단

위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한국어를 분

석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가 존재하며 각 형태

소 분석기마다 형태소를 다르게 분류한다. 형태소 분석

기를 이용해 영상을 분석할 경우 10분 남짓의 짧은 영상

이라 할지라도 영상에서 추출되는 형태소의 수는 수백, 
수천 개를 넘는 형태소가 추출된다. 모든 형태소를 사용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영상이 업로드되는 영상 서비스 

플랫폼에는 많은 자원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미 없

는 형태소를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Table. 1 Noun frequency extraction from 4 image data
Video A (47 minuter)

morphemes Frequency
address 139
value 137

variable 80
space 62

pointer 58
     

Video B (46 minuter)
morphemes Frequency

address 99
pointer 44
variable 39
teaser 38
value 35

Video C (20 minuter)
morphemes Frequency

pointer 46
address 43
value 34

variable 26
bit 12

     

Video D (13 minuter)
morphemes Frequency

pointer 52
variable 22
address 20
function 18

express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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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를 줄이기 위해 우선 명사형태소만 사용한다. 
다른 형태소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형태소를 사용해 유

사도 계산에 이용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 영상의 주제에 따라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진다. 표 1
은 C언어 포인터를 설명하는 영상 4개에서 빈도수가 높

은 명사형태소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값이다. 4
개의 영상 모두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공통으로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주제에 따라 사용되는 단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른 형태소를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명사

형태소만 사용해도 영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형태

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빈도수가 높은 형태소

를 활용한다. 빈도수가 높은 형태소를 활용하여 유사도

를 계산할 경우 전체 형태소를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결

과를 도출한다.

Fig. 3 Similarity between A video and other video

그림3은 영상 A와 B, C, D 영상을 형태소 기반으로 

생성된 벡터 테이블을 활용해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 값

이다. 영상에서 추출된 모든 형태소를 활용하지 않고 빈

도수가 높은 일부 형태소를 이용해 유사도를 계산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4]. 이는 유사 영

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태소의 빈도수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이며 이를 통해 높은 빈도수를 가

지는 형태소 기반의 영상추천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남

을 보인다.
그림4처럼 영상의 길이에 따라 영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소의 개수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긴 영상

일수록 많은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 각 영상에 길이를 

반영하여 영상의 전체의 형태소의 40%에 해당하는 형

태소를 추출해서 형태소 빈도수 테이블에 저장한다. 
영상의 전체의 40%를 활용할 경우 효율적으로 형태

소를 추출할 수 있다[5]. 

Fig. 4 Total number of morphemes by video length

또한, 빈도수가 낮은 형태소들은 중요도가 떨어지며 

불용어에 해당하는 형태소들이 많아 불용어 사전으로 

제거하지 못한 불용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형태소 관리 및 유사도 계산

표2는 각기 다른 영상에 대한 형태소 빈도수 테이블

이다. 추출되는 형태소를 줄인다고 해도 영상의 수가 증

가하면 형태소 종류 역시 증가한다. 형태소의 종류가 증

가한다는 것은 형태소 빈도수 테이블의 크기가 커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Morphological frequency table

빈도수 테이블이 커지면 저장공간과 연산에 있어서 

자원을 더 많이 필요하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형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영상의 카테고리를 활용

하여 카테고리마다 형태소 빈도수 테이블을 만들어 관

리한다[6]. 

Fig. 5 Image and morpheme distribut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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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를 통해 영상을 관리할 경우 그림5처럼 영

상이 계속해서 추가되더라도 일정 구간부터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형태소 빈도

수 테이블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생성된 빈도수 테이블을 활용하여 영상

과 영상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문서와 문서의 유사도 계

산에 많이 사용되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 값을 표 2.와 같은 영상ID X 영상ID 
형태로 저장한다.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유사도 테이

블을 생성한다.

Table. 3 Cosine similarity table

유사도 테이블의 결과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은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생
성된 테이블을 활용해서 유사도가 높은 영상을 추출할 

때 사용한다.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신규 영상이 추

가되는 경우가 아니면 따로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영상 자막에서 추출한 형태소 데이터는 양이 많아 영

상 간의 유사도 계산 시 속도 저하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의 분산처리를 하는 PySpark를 사용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한다. 분산처리를 사용하여 Data frame을 이용하는 

계산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7].
영상 등록 형태소를 추출하면 Data frame을 이용하여 

형태소 빈도수 계산, DB에 중복 형태소 확인하는 과정

에서 사용되며 영상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전체 빈도수 

테이블을 활용할 때 Data frame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

서 데이터의 양이 많아져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

해 분산 처리 시스템 PySpark를 적용하여 시스템의 속

도를 올린다.

3.2.2. 영상추천 기능

Recommendation Module 모듈에서는 사용자가 로그

인할 경우 사용자 맞춤 영상을 추천한다. 사용자는 신규

회원과 기존회원으로 구분하며 전체 영상에서 평점을 

부여한 영상의 수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신규회원에서 

기존회원으로 변경한다. 각 사용자에 맞춰서 영상을 추

천한다.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영상을 추천하기 위해

RealTime Module 모듈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다.

1) 신규 사용자 추천

전체 영상에서 평점을 부여한 영상의 수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사용자를 신규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신규 사

용자의 경우 사용자 기반 정보가 부족하므로 맞춤 영상

을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규 사용자에게 좀 더 

연관성이 높은 영상을 추천하기 위해 회원가입시 클러

스터링을 통해 군집번호를 부여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 성별, 관심 분야 등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결과 값인 군집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신규 사용자가 로그인할 경

우 추천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자의 군집번호를 확

인하고 같은 군집에 있는 기존 사용자들을 비교한다.

Fig.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ew and existing 
users in the same cluster

신규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적용

한다[8]. 회원가입시 입력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기

존 사용자 X, 로그인한 새로운 사용자를 Y로 피어슨 상

관계수를 계산한다. 상관계수가 높은 사용자들을 추출

한다. 그림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선택된 기존 

사용자의 시청기록에서 조회 수가 높은 영상을 무작위

로 선택해서 신규 사용자에게 추천목록으로 보여준다.

2) 기존 사용자 추천

기존 사용자에게는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을 적용

한다[9]. 사용자 기반 평점 정보와 아이템 기반 유사도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기존 사용자가 

로그인한 경우 추천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점 정보 

테이블을 이용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한다.

Table. 4 Item-to-User Rating Matrix

Video1 Video2 Video3 Video4 Video5
User- a 5 4 4 3
User- b 1 0 1 4
User- c 4 4 5 3
User- d 2 1 4 3
User- e 4 4 4 2
User- f 4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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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은 평점을 부여한 가상의 Matrix가 있다. 사
용자가 모든 영상을 시청하고 평점을 부여하기 어려우

므로 표 4와 같이 평점을 부여하지 않은 영상, 결측치가 

존재한다. 
결측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피어슨 상관계

수를 통해 자신과 비슷하게 평점을 준 사용자를 찾아내

고 선택된 사용자의 평점을 결측치에 부여한다. 이 과정

을 반복해서 Matrix에 결측치를 제거한다.

Fig. 7 Euclidean distance calculation table

결측치가 제거된 테이블에서 평점이 높은 영상을 무

작위로 하나 선택한다. 선택된 영상의 평점을 기준으로 

결측치가 제거된 테이블에서 평점을 기반으로 그림7과 

같은 유클리드 거리계산 테이블에서 유사한 영상 5개를 

추출한다. 추출된 영상 5개는 각각의 영상마다 앞의 표

2.의 테이블을 활용하여 선택된 영상과 유사도가 높은 

영상을 추가로 선택한다. 선택된 영상에서 중복되는 영

상을 제거하고 리스트를 생성한다.
생성된 리스트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평균 시청시간

과 영상의 길이, 영상의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평균 시

청시간과 유사한 추천목록을 보여준다.

Ⅳ. 결 론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방대한 

정보들 사이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대 시대의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어떤 사용자든 상관하

지 않고 각 사용자에게 맞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

을 추천하여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분석하여 형태소를 이용하는 차

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시스템보다 더 정확하게 

영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영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결과물을 활

용하여 실제 상용화 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는 모듈로서

의 구현을 진행하고 있다. 구현 중인 시스템은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의 내용 기반 추천과 함께 영상 프레임 빅데

이터를 분석한 키프레임 비교, 사용자의 패턴 분석, 사
용자 정의 큐레이션 설정 시스템 등을 합쳐 사용자의 만

족도 및 제공 영상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스

템이다. 현재 ㈜산타의 교육용 영상 제공 플랫폼인 라바

나에 구현 중인 복합 추천시스템을 탑재하여 실제 사용

자 기반의 정확도 결과를 수집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차

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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