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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정보 검색은 전통적인 정보 검색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동영상 안에서 원하는 세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여러 부분을 반복해서 탐색하며 시간과 네트워크 대

역폭을 낭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과 LSTM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용자의 동영상 내 

정보 검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정보 검색을 위한 탐색 지점 순서와 DBSCAN이 

범주화한 최종 목적 지점 범주를 이용하여 LSTM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검색을 시작할 때 

선택한 탐색 지점 순서에 기반을 둔 사용자의 예상 목적 지점 범주를 제시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 지점을 평균적으로 98%의 정확도와 7초의 시간 오차로 찾아내는 것을 보였다.

ABSTRACT 

Information search in video streaming services such as YouTube is replacing traditional information search services. To 
find desired detailed information in such a video, users should repeatedly navigate several points in the video, resulting 
in a waste of time and network traffic.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ssist users in searching for information 
in a video by using DBSCAN clustering and LSTM. Our LSTM model is trained with a dataset that consists of user 
search sequences and their final target points categorized by DBSCAN clustering algorithm. Then, our proposed method 
utilizes the trained model to suggest an expected category for the user’s desired target point based on a partial search 
sequence that can be collected at the beginning of the search. Our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successfully finds user destination points with 98% accuracy and 7s of the time difference by average.

키워드 : 동영상 스트리밍, 기계학습, 클러스터링, LSTM, 시퀀스 예측 

Keywords : Video streaming, Machine learning, Clustering, LSTM, Sequence prediction

Received 15 December 2020, Revised 11 January 2021, Accepted 27 January 2021
* Corresponding Author Yeon-sup Lim(E-mail:ylim@sungshin.ac.kr, Tel:+82-2-920-7144)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rgence Security Engineer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02844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1.25.3.361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5, No. 3: 361-367, Mar. 2021

362

Ⅰ. 서  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문자 중심의 정보 전달이 아

닌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전달하기 위한 유튜브 같은 서비스는 전체 트래픽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 정보의 검색에 있어

서 사용자의 60% 이상이 기존의 검색 서비스가 아닌 이

러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 
대부분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보 검색을 위

해 동영상 정보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주제의 동영상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해당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 동영상을 시청하거

나 전부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탐색 도구를 통해 계속해

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넷플릭스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의 소개 부분을 

넘기고자 하는 사용자 요구에 대해 Skip Intro 기능을 제

공하지만, 이는 특정 지점의 동영상 정보에 대한 검색 

편의성을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스트리밍 

플레이어에서 검색 편의성을 위해 영상의 특정 지점에 

대한 축소 사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축소 사진

만으로는 원하는 정보의 검색은 쉽지 않다.
특히 COVID-19 감염 사태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확

대는 이러한 동영상 내 세부 정보 검색 방법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

는 학생이 시청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수업 내용 부분

을 찾기 위해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원하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해서 탐색을 계속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과 정보 검색 시간의 증가로 사용

자 경험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동영상 시청자

들이 탐색한 패턴을 학습 후, 사용자가 정보 검색을 시

작할 때 선택한 부분적인 탐색 순서에 기반하여 원하는 

정보가 포함된 지점을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 연구

최근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

은 사용자의 시청 패턴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 경험 향상

을 위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Srinidhi [3]는 모바일 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이

동 패턴,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같은 사용자의 행동을 조

사하였다. Almeida [4]는 교육용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의 사용자 세션과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Lobo 
[5]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자 행동의 의존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Li [6]는 모바일 실시간 비디

오 스트리밍에서 사용자 행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Moldovan [7]는 모바일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수집한 시

청자 행동을 분석하여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

혔다.
Brampton [8]과 Wang [9]은 사용자 행동의 통계적인 

분포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부분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영상에

서의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은 사

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 검색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지

만, [8, 9]의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

는 여러 번의 지점 탐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지

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조건부 확률에 기반한 방법을 

제안하는 한계가 있다. Laiche [10]은 동영상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사용자 경험 품질을 예

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10]의 연

구는 동영상 화질 등에 의한 평균 의견 점수에 집중하여 

동영상 내 정보 검색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RNN (Recurrent Neural Networks)

은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 주가, 문자열 등의 순서를 가

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RNN에서는 

필요한 데이터의 시간 격차가 클수록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Hochreiter와 Schmidhuber가 제시

한 LSTM (Long Short Term Memory) [11]은 이러한 

RNN의 긴 의존 기간 문제를 해결하여 문자열 예측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RNN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

다. 예를 들어, [12, 13]의 연구에서는 LSTM을 적용한 

RNN을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하거나, 문장 안의 단어에 

내재한 속성을 추측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동영상 내 사용자의 정보 검색 과정에서 순차적인 

탐색 지점 데이터가 발생함에 주목하여 LSTM 네트워

크를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 정보를 가진 지점의 예측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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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s

전통적인 인공 신경망은 시계열로 입력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나중에 발생할 데이터 예측에 활용하

지 못하는 것이다. RNN은 자신을 반복 학습하여 은닉 

계층에 저장된 이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현재의 입력

값과 함께 예측에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

다 [14]. 그림 1은 입력 를 받아 를 출력하는 RNN

의 기본적인 반복 구조를 나타낸다.

Fig. 1 Recurrent Neural Networks [14]

LSTM은 RNN의 긴 의존 기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각

각의 블록에 시간 순서에 따른 cell state ()를 적용하

여 해결하였다. 그림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LSTM의 셀

은 잊기 게이트 (forget gate), 입력 게이트 (input gate), 
출력 게이트 (output gate)에 의해 제어된다. RNN과 마

찬가지로 스스로를 반복 학습하여 최종 출력값을 계산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게이트를 통해 학습하는 정보를 

조절한다.

Fig. 2 LSTM Cell Structure

첫 번째로 잊기 게이트를 통해 과거의 cell state 
()로부터 어떤 정보를 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식

(1)과 같이 잊기 게이트는 과 의 입력에 가중치

()와 sigmoid 함수를 적용하여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 를 계산한다. 는 에 적용 

(element-wise product, ×)되며 1은 정보를 기억

함을 0은 정보를 잊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는 시간 에서 계산에 사용할 과거 (시간 

)의 정보를 의미한다. 

 ⋅    (1)

다음으로는 새로운 정보 중 어떤 것을 cell state에 저

장할 것인지를 입력 게이트를 통해 결정한다. 잊기 게이

트와 마찬가지로 식(2)와 같이 과 의 입력에 가중

치()와 sigmoid를 통해 어떠한 값을 갱신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 후, 식(3)에서 tanh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 

생성한 cell state 후보 벡터 에 적용하여 계산에 사용

할 새로운 정보 ×를 결정한다. 따라서 과거와 새로

운 정보를 고려한 현재의 cell state 는 식(4)와 같이 두 

벡터 ×와 ×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     (2)

  tanh⋅    (3)

 ×
× (4)

마지막으로 출력 게이트는 식(5)를 이용하여 출력에 

사용할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벡터 를 생성한다. 현재

의 cell state에서의 후보 출력은 tanh 활성화 함수로 계

산하며 최종 출력 은 식(6)에 의해 결정한다.

 ⋅    (5)

  ×tanh (6)

Ⅲ. 제안 연구

3.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강의 동영

상과 같이 잦은 정보 검색이 요구되는 동영상을 대상으

로 한다. 이러한 동영상의 시청 및 탐색 패턴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클러스터링과 기계학습 알

고리즘을 적용한다.

∙특정 시청 지점에서 탐색을 시도하는 사용자들은 대

부분 유사한 지점으로의 탐색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이론 강의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긴 학생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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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정보를 찾기 위해 대부분 비슷한 지점으로 탐색을 

시도할 것이다.
∙탐색을 시도할 때 사용자는 임의의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원하는 정보가 위치할 것으로 생

각하는 지점을 선택한다. 
∙선택한 지점이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내용을 확인하고, 원
하는 지점이 아니라면 선택한 지점 근처를 다시 탐색

할 것이다.
∙해당 지점이 원하는 정보를 포함할 경우, 사용자는 계

속해서 동영상을 시청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 아래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하

기 위한 정보를 정의하고, 사용자 동영상 탐색 패턴 데

이터를 인공적으로 생성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을 확인한다. 

3.2. 클러스터링과 LSTM에 기반한 동영상 내 정보 검색 

지점 예측 

검색 지점 예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LSTM모델을 학습시킨다. 그림 3은 제안한 방법

의 개요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3 Overview of the Proposed Method

학습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최종 목적 지점은 (시작 

지점, 최종지점) 데이터에 DBSCAN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 [15]을 적용하여 범주화하고, 각 클러스터 중심의 최

종지점 값을 예상 최종지점으로 정한다. LSTM 모델은 

최종지점을 제외한 연속된 N개의 사용자의 탐색 지점 

순서를 입력으로 하고 예상되는 목적 지점 범주의 확률

을 출력으로 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시작 지점, 최종지

점) 데이터 
   

    
  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 클러스터의 중심을  라 

할 때, 해당 10개의 검색 순서의 예상 최종지점은 로 

한다. 이후 LSTM은 최종지점을 제외한 검색 순서 


 

 
  

 
 

   
 

 
 을 입

력으로 하여 에 대한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시킨다.
이를 위해서 3개의 은닉 레이어를 사용하며, 첫 번째 

은닉 레이어는 256개의 LSTM 셀에서 예측 지점 순서를 

출력하게 하여 마지막 스텝에서 cost를 계산 후 오류가 

전파되도록 설정한다. 두 번째 은닉 레이어는 첫 번째와 

같은 LSTM을 사용하며 첫 번째 은닉 레이어와 완전 연

결 (fully-connected)한다. 마지막 레이어는 softmax 활
성화 함수 [16]를 사용하여 원하는 확률값으로 출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은닉 레이어 사이에는 Dropout 
정규화를 적용한다. 이는 레이어의 유닛을 고정된 개수

만큼 무작위로 선택, 삭제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16]. 손실 함수는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 (categorical_ 
crossentropy)를 사용하고 옵티마이저는 Adam [17]을 

적용한다. 표1은 Keras [18]로 표현한 모델 생성 코드이다.

Table. 1 Keras code for generating the LSTM model

model = Sequential()
model.add( LSTM(256, input_shape = (N, 1),
                                  return_sequences = True) )
model.add( Dropout(p) )
model.add( LSTM(256) )
model.add( Dropout(p) )
model.add( Dense(OUTPUTS, activation = 'softmax') )
model.compile(loss = 'categorical_crossentropy', 
                             optimizer  = 'adam')

Ⅳ. 성능 평가

4.1. 실험 설정

실험을 위해 3.1절의 가정을 기반으로 인공적인 사용

자의 동영상 탐색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사용자가 60분 

(3600초) 길이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원하는 정보

를 찾기 위해 탐색을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사용자는 전체 3600초 중 특정 위치에서 ±초 범위 

안의 임의 위치로부터 탐색을 시작한다. 
∙목적하는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사용자는 작은 범위

를 점프하여 탐색을 시도한다. 목적하는 지점과 탐색 

지점의 차이의 1.5배 시간 범위에서 임의로 점프하는 

간격을 선택함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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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지점이 목적 지점과 차이가 10초 이하일 경우 

사용자는 목적 지점에 도달하여 탐색을 멈추고 시청

을 계속한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5000명의 사용자가 각기 다

른 정보 검색을 진행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전체 목적 

지점의 수는 10개로 설정한다. 검색 과정에서 각 탐색 

지점을 나타내는 값은 전체 길이 3600초로 정규화하여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한다. 생성한 데이터 중 

75%를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지 25%를 검증에 사용한

다. 사용자가 목적한 최종지점의 범주화는 학습 데이터

에만 기반하여 수행한다. 검증 데이터에서 사용자 목적 

지점의 범주는 학습 데이터에서 생성한 범주 중 가장 가

까운 범주로 정한다. 생성한 데이터에서 얻어진 사용자

의 탐색 지점 순서의 최대 길이는 15 미만이었다. 따라

서 모델 파라미터인 최대 사용자 검색 순서의 길이 N은 

15로 설정한다. 길이가 15 미만인 순서는 패딩을 적용하

여 모델에 동일 길이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파라미터인 Dropout 확률 p는 0.2로 설정하였다. 
또한, 아래의 예와 같이 각각의 순서에서 시작 지점이 

아닌 중간 탐색 지점을 순차적으로 제거한 부분적인 순

서 또한 학습과 검증 데이터에 추가한다.

∙생성 순서 예: 0.2 → 0.1 → 0.04 → 0.03 → 0.01
∙추가하는 순서 예: 0.2 → 0.04 → 0.03 → 0.01, 0.2 →

0.03 → 0.01,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과 검증에 사용할 10개의 실

험 데이터를 생성하여 LSTM 모델을 100 epoch 동안 학

습시킨 후 가장 작은 손실을 보인 모델을 선택하여 성능

을 확인한다. 

4.2. 실험 결과

첫 번째로 테스트 탐색 순서 입력에 대한 최종지점 예

측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그림 4는 각 검증 데이터를 이

용한 10번의 실험에서 제안 지점 범주와 실제 목적 범주

가 일치한 정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차이를 분명하

게 확인하기 위해 y축 원점을 0.9로 설정하였다. 그림 4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한 방법은 모든 실험에서 

0.9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평균 정확도는 0.98, 
표준 편차는 0.02로 제안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사용자

의 탐색 순서로부터 목적 지점을 예측함을 증명한다. 또

한, 4.1절에 보인 바와 같이 검증 데이터에 전체 순서가 

아닌 부분적인 순서도 포함함을 고려할 때, 전체 탐색 

순서가 아닌 몇 개의 지점 탐색 순서만으로도 성공적으

로 최종지점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Prediction Accuracy

다음으로 제안한 방법이 얼마나 사용자가 목적한 지

점에 가까운 지점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5는 

각 실험에서 실제 목적 지점과 알고리즘이 제시한 지점

의 평균 시간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5 Time Gap between Prediction and Ground Truth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대 15초, 최소 4초의 

시간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7초의 시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DBSCAN 클러스터링으로 인하여 비슷한 

검색 시작 지점과 목적 지점을 가지는 순서들이 같은 범

주에 묶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에게 

각 범주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의 중심을 목적 지점으로 

제안하므로 완벽하게 정확한 목적 지점을 제시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평균 7초의 시간 차이는 사용자

가 해당 지점에서 원하는 정보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에 비하여 크게 길지 않으므로 추가적

인 검색을 시도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용자는 알고리즘이 제시한 지점에서 시청을 계속함

으로써 빠르게 원하는 정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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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확도와 시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클러스터링 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2는 각 학습 데

이터에 목적 지점 범주화를 위해 DBSCAN을 적용했을 

때 생성된 클러스터의 개수와 클러스터 중심의 모든 쌍 

사이의 평균 유클리디언 거리를 나열한 결과이다. 표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실험에서 설정한 10개의 

목적 지점의 일부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병합

되었다. 클러스터의 수와 그림 4의 정확도 사이에는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림 5의 시간 차이

와 비교했을 때, 많은 수의 목적 지점이 병합될수록 (적
은 클러스터의 수) 사용자의 실제 목적 지점과 알고리즘

이 제안한 목적 지점의 시간 차이가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중심 간 평균 거리의 경우, 정확도와 

시간 차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는 시작 지점만이 아닌 사용자의 다음 탐색 지점을 포함

한 순서가 알고리즘의 예측에 필요하므로 (예 –영어 

단어 예측에서 첫 글자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예측이 어

려움) 단순히 (시작 지점, 최종지점) 데이터의 클러스터 

간 중심 거리는 성능에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Table. 2 DBSCAN Clustering on Training Traces

Idx # of Clusters Avg. Euclidean Distance 
between Center Pairs

1 6 0.252

2 6 0.516

3 10 0.507

4 9 0.383

5 9 0.505

6 7 0.582

7 8 0.389

8 9 0.473

9 10 0.513

10 8 0.559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과 LSTM 모델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목적 지점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인공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평균적으로 98%의 정확도로 7
초의 시간 차이를 보이는 지점을 제안함을 확인하였다. 

제안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서버

와 클라이언트 플레이어의 정보 교환 및 학습을 위한 구

현체가 필요하다. 다음 연구로는 이러한 구현체를 이용

한 대학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서의 실험을 통해 연구 결

과를 실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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