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학생창의자율과제 제출양식]

센터명/총괄책임자 건국대학교 인공지능클라우드연구센터 / 김두현

학생창의자율과제명 빅데이터를 이용한 유튜브 데이터 분석 시스템

연구기간 2019.03.01 – 2020.11.02
연구 필요성

◦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최대의 

노출 및 시청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분석 가능한 방법이 필요

◦ 유튜브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대규모 플랫폼이며,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기존 경쟁

자 및 키워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개발 필요.

◦ 키워드는 인터넷 마케팅의 시장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가짐. 키워드의 경쟁률, 기존 시장 규모 등을 유

튜브 시스템 내에서 분석 가능한 툴이 없어 구글 트렌드 등의 대체제를 이용해야하는 상황

◦ 아직 한국어 단어들에 대해 감성을 분석해 상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유

튜브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어에 대한 감성분석이 가능하다면, 이를 다른 인공지능에도 이용가능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키워드 분석을 통해 유튜브 노출을 최대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특정 시장, 혹은 키워

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전략적인 유튜브 운영을 가능케하는 서비스를 개발

□ 주요내용

o 유튜브에 존재하는 키워드 백만개에 대한 총 조회수, 영상 수, 크리에이터 수 등 데이터 수집

o 제목 데이터 수집후 LDA 분석을 통한 단어 군집화, 연관성 추출

o Word2Vec을 이용해 단어 군집을 분리하고 해당 군집에 감성단어를 라벨링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실적 및 구현결과를 사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으로 설명 o 해당 서비스를 웹으로 구현하여 키워드를 입력

하면 100만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사

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o 해당 결과물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아이템으로 제출해 3000만원 상당의 창업 자금

을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지원사업 수료

o Word2Vec을 이용한 감성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여 단어를 군집화하고 감성단어를 라벨링하는 

시스템을 개발, 유지보수중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위 기능을 웹서비스로 구현하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유튜브 키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하고, 일반적인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

o 유튜브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마케터들도 현재  

이슈와 쟁점들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