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드임베딩을 이용한 온라인 비디오 강의의 

고빈도 단어와 키워드 간의 유사도 비교 연구

조재춘, 임희석     

고려 학교 컴퓨터학과

e-mail:jaechoon@korea.ac.kr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High-Frequency Word and Keyword

using Word Embedding 

Jaechoon Jo, Heuiseok Lim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무료 온라인 교육환경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으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배움에 

한 노력에 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움에 한 노력을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단할 수 있는 

최소학습 단 시스템을 제안해 왔다. 최소학습을 단하기 해 온라인 비디오 강의에서 고빈도 단어

를 추출하여 단어게임을 통해 단하는데, 이때 고빈도 단어가 최소학습을 단하기 한 키워드로 사

용할 수 있는지에 한 검증 실험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워드임베딩을 이용하여 고빈도 단

어와 키워드간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고빈도 단어에 한 검증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 고빈도 

단어가 온라인 비디오 강의를 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는 정 인 결과를 보 고 최소

학습을 단하기 한 요소(Feature)로 충분히 사용가능함을 보 다. 

1. 서론

  온라인 교육환경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심과 온라인 교육의 요성은 지속 으로 높

아지고 있다. 한 무료 온라인 교육으로 평가 보다는 교

육의 기회 평등, 배움에 한 노력을 시하고 있다. 즉, 

MOOC와 같은 무료 온라인 비디오 강의기반 교육환경에

서 배움에 한 노력을 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소한의 학습 노력을 자동으로 단할 수 

있는 최소학습 단 모델  시스템을 개발해왔다[1][2]. 

비디오 강의기반 온라인 교육에서는 비디오 강의를 시청

하는 행동이 학습에 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학습 단 시스템은 비디오 강의에서 자동으로 추출

한 고빈도 단어를 이용하여 단어게임을 자동으로 생성한

다. 학습자는 비디오 강의 시청 후 단어게임을 진행하는

데, 본 시스템은 단어게임 결과를 통해 최소학습을 단한

다. 그러나 비디오 강의에서 자동으로 추출되는 고빈도 단

어가 최소학습을 단하기 한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에 한 검증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디

오 강의에서 자동으로 추출되는 고빈도 단어가 최소학습

을 단할 수 있는 키워드로 사용가능한지에 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 다. 이를 해 워드임베딩을 용하여 고

빈도 단어와 키워드, 비디오 강의와 련 없는 랜덤 단어

를 벡터 공간에 배치시켜 벡터간의 유사도를 알아보았다.

2. 실험  결과

  온라인 비디오 강의에서 사용되는 고빈도 단어가 최소

학습을 단할 수 있는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 다. 본 실험은 고빈도 단어가 온

라인 비디오 강의를 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사용가능한

지, 그리고 최소학습을 단하기 한 단어로 한지 실

험하 다. 이를 해 워드임베딩 기술을 용하 다. 

  실험을 해 온라인 비디오 강의에서 추출한 고빈도 단

어들, 문가가 직  입력한 온라인 비디오 강의를 표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온라인 비디오 강의와 련 없는 

랜덤 단어들을 모두 벡터 공간에 배치 시켰다. 그리고 각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워드를 벡터

로 임베딩 시키기 해 기존 오 소스 Gensim을 이용하

다[3]. 모델 학습을 해 한  키피디아를 사용하여 

학습하 다. 그리고 고빈도 단어의 요도를 평가하기 

해 문가 집단을 구성하 고, 평가 결과 고빈도 단어의 

요도는 평균 80 , 랜덤 단어의 요도는 평균 30 으로 

나타났다[4]. 문가 집단은 온라인 비디오 강의를 시청한 

후에 키워드 목록을 작성하고, 고빈도 단어와 랜덤 단어의 

요도를 평가하 다. 총 2편의 비디오 강의가 사용되었으

며 컴퓨터 공 련 내용과 공과 련 없는 일반 인 

강연이다. 비디오 강의에서 추출된 고빈도 단어와 랜덤 단

어, 문가가 작성한 키워드를 벡터 공간에 배치시키고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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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간의 유사도를 비교하 다. 표1은 벡터 공간에서 단어 

그룹 간의 유사도 비교 결과를 보여 다.

<표 1> 벡터 유사도 비교 결과

비교 단어 공 련 비 공 

키워드 vs 고빈도 단어 1.96525 1.60309

키워드 vs 랜덤 단어 2.72769 2.50064

  키워드와 고빈도 단어 그룹 간의 평균 유사도 벡터 값

은 1 로 키워드와 동일하지 않지만 가깝다고 볼 수 있

다. 반면에 키워드와 랜덤 단어 그룹 간의 평균 유사도 벡

터 값은 2 로 고빈도 단어보다 벡터간의 거리가 더 멀

다. 따라서 고빈도 단어가 키워드와 더 유사하다고 설명 

할 수 있지만 벡터 공간에 있는 각 단어의 벡터 간의 유

사도는 상 인 값으로 인 비교는 어렵다.

  고빈도 단어와 키워드간의 유사도 비교 실험 결과, 고빈

도 단어가 온라인 비디오 강의를 표할 수 있는 

인 키워드로 사용하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최소학습을 

단하기 한 요소(Feature)로 충분히 사용가능 함을 보

다. 그림 1은 벡터 공간에서 단어들의 벡터를 2차원으로 

시각화 한 것을 보여 다. 빨간 선 안에는 랜덤 단어가 

부분 차지하고 있고, 란 실선 안에는 키워드와 고빈도 

단어들이 부분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2차원 축소 벡터 공간

3. 결론

  무료 온라인 교육환경의 높은 심으로 학습 효

과, 온라인 자동 평가, 새로운 교수학습법 모델 등과 

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무료 온라

인 교육은 배움에 을 두면서 학습자들의 학업 

평가보다 학습 여부, 참여 여부, 학습 동기 등의 요

소가 더욱 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

인에서 학습 여부를 자동으로 단할 수 있는 최소

학습 단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 고, 단어 게임을 통해  

학습자가 시청한 비디오 강의의 고빈도 단어를 기반으로 

최소학습을 단한다. 이때 고빈도 단어가 비디오 강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지에 한 검증 연구를 실시하 다.

  실험 결과, 고빈도 단어가 최소학습을 단하기 한 비

디오 강의의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는 정 인 결과를 

보 다. 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해, 문가

의 수   구성과 평가  분석 방법에 추가 인 실험과 

분석을 통해 고빈도 단어의 요성 연구를 지속 으로 진

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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