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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트래픽 분석을 통한 개인방송 하이라이트 검출 : 게임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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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개인방송 콘텐츠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청자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방송 내용 중 흥미를 끌 만한 장면을 모아 하이라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채팅 트래픽 정보가 하이라이트 검출에 유용함을 보이고 채팅 트래픽을

이용하여 하이라이트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하이라이트 검출에 있어 채팅 트래픽 사용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검출 알고리즘은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게임 방송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personal broadcasting contents is rapidly increasing, the demand for a service that provides highlights is 
growing. A highlight, a collection of interesting scenes, can improve the quality of viewing experi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utomatically detect highlights using only chat traffic information. We also propose evaluation methods the 
effectiveness of using chat traffic in highlight detection. We apply the detection algorithm to game broadcasting, which has larger 
audience, and demonstrate it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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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개인방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개

인방송 제작자들과 콘텐츠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1]. 개인방

송은 길이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방송하는

경우도 흔하게 존재한다. 이처럼 긴 방송은 새로운 시청자

의 유입에 대한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네트워크 전송 대역

낭비가 될 수 있어 콘텐츠 제작자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

집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편집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 편집 기술이 필요해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개인방송 하이

라이트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특히

개인방송 플랫폼의 채팅 내역 정보가 하이라이트 검출에

유용함을 보이고자 한다. 지상파나 케이블과 같은 일반 방

송과 달리, 개인방송은 채팅을 통해 시청자와 콘텐츠 제작

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대체로 대다수 시청자

가 흥미를 느끼는 이벤트가 있을 때 채팅이 많이 이루어진

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채팅 트래픽이 높거나 급

증하는 부분을 시청자가 흥미를 느끼는 이벤트가 발생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하이라이트로 검출한다.
영상에서 하이라이트를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최

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영상이나 음향

을 기반으로 하이라이트를 검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영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경우, 영상의 low-level 시각적 특

징(color histogram, HOG)에 기반한 이벤트 통계를 추출하

여 해당 클립의 하이라이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또는

영상을 짧은 길이의 세그먼트로 분할한 후, 각 세그먼트가

하이라이트에 포함될 점수를 매겨 하이라이트 여부를 판단

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3,4,5]. 반면 스포츠 콘텐츠의 경우에

는 주요 장면에서 관객들의 함성소리가 크다는 점을 이용

해 음향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6]. 하지만 개인방송 플랫폼

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채팅 정보만을 이용하는 연구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선행된 것이 없다.
본 논문은 채팅 정보가 하이라이트 검출에 있어서 유용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채팅 트래픽을 이용하여 하이라이트

를 검출하는 알고리즘과 더불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개인

방송 중 상대적으로 시청자 선호 비중이 높은 게임 방송을

중심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성능을 보인다[7]. 

Ⅱ. 하이라이트 검출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개인방송 플랫폼은 그림 1과 같이 영상과 함

께 채팅창이 존재한다. 시청자들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채

팅을 통해 방송 제작자나 다른 시청자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때 시청자들은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서 더 많은 채팅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이라이트가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채팅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영상의 하이

라이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하이라이트 구간을 검출하는 알고

리즘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이 채팅

트래픽 추출 및 노이즈 제거, 피크 선정, 구간 설정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1. 개인방송 화면 구성
Fig. 1. An example of personal broadcasting platform (from Twitch[7])

그림 2. 제안하는 하이라이트 검출 알고리즘의 구성
Fig. 2. The flow of the proposed highlight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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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팅 트래픽 추출 및 노이즈 제거

개인방송 플랫폼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채팅 정보 중

에서 채팅의 트래픽 변화를 알기 위해 채팅이 달린 시각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채팅 빈도의 변화를 그려보면 그림 3의 미처리 데이터

(raw) 와 같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처리 데

이터는 순간적인 변화나 노이즈가 많아 전반적인 빈도 변

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후 단계에서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고 검출 오류를 낮추기 위해 노이즈를 줄

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잡음 제거 필터를 이용하여 노

이즈를 감소시킨다.

그림 3. 시간에 따른 채팅 트래픽 데이터
Fig. 3. The change of chat traffic over time

  (1)

여기서 는 잡음 제거 필터를, *는 합성곱(convol- 
ution)을 의미한다. 잡음 제거 필터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감

소시킨 채팅 트래픽 는 그림 3의 검은 점선으로 표시

되어 있다.

2. 피크 선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하이라이

트 구간을 검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구간의 기준

이 될 지점을찾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흥

미로운 부분이 진행될 때는 시청자들이 채팅을 많이 남기

는 경향이 있으므로 채팅의 빈도수가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부근에서 채팅 트래픽 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의 t를 모두 찾아 피크 위치 후보군 를

형성한다.

    is a local max (2)

지역 최대점(local max)은 이전, 이후에 비해 트래픽이큰

지점을 의미한다. 즉,   이고   

이면 는 지역 최대점이다.
이때 개인방송의 콘텐츠종류중 일부의 경우에 -특히 게

임 방송의 경우- 영상의 시작 부분은 중요하거나 흥미를 끌

input raw chat traffic , length of a region , time offset ,

 target # of region , target highlight length 

output highlight 

 1.  ← 

 2.       is a local max
 3.  ← ,  ← ∅

 4. while  ≤ × and ≤ ×  do

 5.     select next largest peak point  from 

 6.         
 7.     if ∩ ∅ then

 8.          ← 

 9.     end if

10.      ← ∪

11. end while

그림 4. 제안하는 하이라이트 검출 알고리즘
Fig. 4. The proposed highlight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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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내용이 적어 채팅 빈도수가 높더라도 하이라이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영상의 시작에서는 시청자

들의 기대로 인해 채팅 트래픽이 높은 경향이 있어 영상의

시작 부분이 피크로 선택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

유로 영상이 시작되고 일정 시간 가 지난 이후부터 피크

를 선택하면오검출을줄일 수 있다. 이에 위에 제안한 피크

위치 후보 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is a local max (3)

위의 방법으로 정해진 피크 후보 에서 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가 구간 설정을 위한 피크로 사용된다.

3. 구간 선정

구간 선정 단계에서는 앞서 구한 피크를 기준으로 최종

하이라이트로 검출될 적절한 구간을 채택한다. 개인방송

플랫폼에서의 채팅은 시청자가 영상을 보고 채팅을 입력하

기까지의 시간과 입력된 채팅이 서버에 전달되어 화면에

보이기까지의 시간에 의해 어느 정도 시각이 지연되어 나

타난다. 이러한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피크의앞부분에 구

간 를 만들고, 만들어진 들을 모아 검출 하이라이트

를 형성한다. 

      for ∈ (4)

 


 (5)

위의 수식에서 은 설정한 하이라이트 구간의 시작

점으로부터 피크까지의 길이(초)를 의미한다. 만일 검출 구

간이 겹치는 경우, 두 구간은 하나의 구간으로 합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하이라이트 를 만든다. 이때, 검출 하이

라이트의 길이와 구간의 수가 학습 데이터의 하이라이트

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의 길이나 구간의 수가 

보다 10% 이상 커지면 위 과정을 멈춘다. 
위에 설명한 전체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pseudo code)를

이용해 그림 4와 같이 나타낼수 있다. 입력으로 미처리 채

팅 데이터  , 하이라이트 검출 구간의 수 , 검출 구

그림 5. 검출된 하이라이트 구간과 기준 피크
Fig. 5. The selected peak points(red dots) and the detected highlight 
regions(black solid line)

간의 길이 , 검출 시작 파라미터 를 넣어주면 노이

즈 제거, 피크 및 구간 선정 단계를 거쳐검출된 하이라이트

가 나오게 되고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의 점선

은 필터링된 채팅 트래픽  , 빨간 점은 선정된 피크를

나타낸다. 더불어 실선은 검출된 하이라이트를 의미하며

위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10개의 하이

라이트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각 검출 하이라이트 구간의

길이가 다른데, 이는 선택된 피크의 거리가 가까워 여러 구

간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Ⅲ. 검출된 하이라이트 구간의 평가

본 논문에서는 Jaccard 인덱스와 유사 재현율(pseudo re-
call), 유사 정밀도(pseudo precision), F1점수(F1-score)를
이용하여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1. Jaccard 인덱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하이라이트는 평가 영

상에 대한 실재 하이라이트(ground truth)가 있을 때 유사도

계산으로 알려진 Jaccard 인덱스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실재 하이라이트를 , 검출 구간의 집합을

라 하면, Jaccard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6)

이값이 1에 가까울수록 와 가 일치함을 나타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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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재 하이라이트와 검출된 하이라이트 중에 겹치는 부

분에 대한 비율을 높다는 것을뜻한다. 따라서 실재 하이라

이트와 검출 하이라이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의 장면을 검출하여도 Jaccared 인덱스는 작은값이 나

오게 된다. 이런특성은 채팅 정보가 하이라이트 검출에 유

용하다는 것을 보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현율

(recall)과 정밀도(precision)와 유사한 평가지표를 제안하여

이용한다.

2. 유사 재현율과 유사 정밀도, F1점수

유사 재현율 는 재현율과 비슷하지만 단순화된

형태를 가지며, 검출된 하이라이트 와 일치하는 부분이 존

재하는 실재 하이라이트 의 구간을 제대로찾은 구간으로

생각한다. 이를 이용하여 유사 재현율은 실재 하이라이트의

구간들 중 잘 찾아진 구간들의 길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


(7)

유사 재현율과마찬가지로, 유사 정밀도 는 정밀

도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

된 구간 중 실재 하이라이트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구간

의 비율을 나타낸다.

 
 

 
  ≠∅∀


(8)

위의 방법으로 구해진 유사 재현율과 유사 정밀도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F1점수를 구할 수 있다.

  

∙
(9)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평가방법을 통해 하이라이트 검

출에 있어 채팅 트래픽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Ⅳ. 실험 및 결과

앞서 제안한 하이라이트 검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시청자 선호 비중이 높은 게임 영상[6]을 이용해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Twitch에서 중계한 ‘Lea- 
gue of Legends’ 대회 영상들이며[8], 게임 전문 방송국인

OGN에서 제작한 하이라이트가 존재한다. 각각의 하이라

이트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문 편집자가 정해진 기준에 의

해 제작한 영상이므로 실재 하이라이트(ground truth)로 보

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사용한 데이터의 수는총 36개이며, 2017년에 개최된 대

회 중 4개 -LoL 올스타 2017, LoL 2017 월드 챔피언십, 
2017 LoL 챔피언스코리아 서머, 2017 LoL 챔피언스코리

아 스프링, EM 월드챔피언십카토비체 2017- 에서 진행된

게임 가운데 일부 게임을 사용하였다. 이 영상들은 평균적

으로 36분 25초길이이며 9,122개의 채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영상에 해당하는 실재 하이라이트는 평균적으로

4분 2초 길이로, 평균 20초의 길이를 갖는 12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 데이터의 정보는 표 1에 요약되어 있

다.
실험은 leave-one-out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6개의 영상

중 하이라이트를 검출하고자 하는 하나의 영상(예, Game 
5)을 제외하고 나머지 35개 영상으로 훈련 집합을 만든다. 
그 후, 훈련 집합의 실재 하이라이트 시작 위치, 구간 수, 
구간 당 길이의 평균으로 , , 을 각각 정한다. 이
값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Game 5의 하이라이트를

검출한다. 전체 36개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검출하는 데 소

요된 시간은 0.46초(Intel i7-4770 CPU, 32G RAM)로 상당

히 빠른 시간에 수행되었다.
그림 6은 검출된 하이라이트의 결과를 실재 하이라이트

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6(a)는 Game 5의 실재

하이라이트 중 640초근처의 구간과 800초, 1260초근처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찾아

졌음을 보인다. 이 중 640초부터 시작되는 구간과 가까운

위치에서 검출된 구간은 이어지는 장면이지만, 영상 정보

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검출하지못하였음을 영

상을 보며 확인하였다. 또한 검출 하이라이트 구간 중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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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와 1230초 근처에서 만들어진 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실재 하이라이트 구간을찾음을 보였다. 위 실

험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Jaccard 인덱스 

는 0.222, 유사재현율 는 0.784, 유사정밀도 

의 값은 0.844, 마지막으로 F1 점수 는 0.813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6(a)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실재 하이라이트의 78.4%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하이라

이트 270초가운데 228초가 실재 하이라이트 구간과 중첩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Game 13의 하이라이트를 검출하고 결과를

그림 6(b)에 나타내었다. Game 13의 실재 하이라이트 구간

은 750초부근의 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전부 검

출되었으며, 검출 하이라이트의 모든 구간은 실재 하이라

이트를 찾았음을 보인다. Game 13은 의 값이

0.322, 의 값은 0.930, 의 값은 1, 그리고

의 값은 0.966이었다. 이 결과도 그림 6(b)를 통해

확인한 결과인 실재 하이라이트 구간의 93%가 검출되었으

며, 검출된 하이라이트는 전부 실재 하이라이트와 겹치는

구간임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실험을 각 영상에 대해 36번반복하여 획득한

결과를 표 2에 요약하였다.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시간오프셋 는 평균 305.94초로 설정 되었고, 검출 구간

의 수 과 검출 구간의 길이 은 각각 평균적으로 12
개 구간과 20초로 설정되었다. 또한잡음 제거 필터는윈도

우 크기가 7인 moving average 필터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찾은 하이라이트는 평균적으로 273.97초
의 길이로 실재 하이라이트의 평균 길이인 242.69초와 비

슷하다. 반면 구간의 수는 약 9.69개로 평균 12개의 구간으

로 이루어진 실재 하이라이트에 비해 적은 구간을 갖는다. 
또한 전체 영상에 대한 성능의 평균은 는 0.603, 
는 0.673, 는 0.624로 계산되었다. 이 값들

은 실재 하이라이트 구간 중 60.3%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되며, 하이라이트로 검출된 부분 중 67.3%가 실

재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하이라이트 검출에 채팅 트래픽 정보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ideo length
(sec)

Number of 
chats

Number of 
chats per 
second

Number of 
regions in 

ground truth

Length of 
ground truth 

highlights (sec)

Average length of 
each highlight 
region (sec)

mean
±se

 2,185.33     
±120.70

  9,122.83
  ±541.87

  4.35
±0.25

 12.72
±0.59

 242.69
±11.06

 19.50
±0.62

max  4,790.00  18,826.00   8.21  20.00  480.00  29.14

min  1,314.00   3,561.00   1.61   7.00  130.00  12.17

표 1. 사용된 데이터 정보
Table 1. The summary of 36 video data

그림 6. 제안한알고리즘을이용한하이라이트검출결과.  위: 실재하이라이트(Ground truth)  아래: 검출된하이라이트(Detected highlight) 
점선은 채팅트래픽  , 실선은 하이라이트 여부를 의미.
Fig. 6. The result of the proposed highlight detection algorithm on Game 5 and Gam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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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실험 결과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지않은 경

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그림 7을 통해 나타내었

다. 그림 7(a)로부터 Game 20의 구간 수는 실재 하이라이

트 평균 구간 수인 12개에 비해훨씬 많은 19개의 실재 하

이라이트 구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출 알고리

즘 9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출 하

이라이트는 실재 하이라이트의 상당수를 찾지 못하였다. 
정량적으로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Game 20의 는

0.245, 는 0.599로 유사 재현율이 작은 값을 보였

다. 이 결과는 실재 하이라이트 중에서 24.5%만 검출되었

으며, 검출된 하이라이트의 길이 267초중 160초만이 실재

하이라이트와 겹치는 구간의 길이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성능이좋지못한 Game 27은 그림 7(b)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Game 27은 실재 하이라이트와 검출된

하이라이트의 구간의 수는 일치하나, 실재 하이라이트 구

간 중 6개만이 검출되었다. 이 영상의 1124초부터 1564초
까지는 게임 진행 중 경기가 중단된 부분으로, 실제 게임영

상 대신 관객석이나 해설자들을 비추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의 채팅이 많아져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하이라이트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나 해

당 구간은 경기 장면이 아니어서 실재 하이라이트에는 포

함되어 있지않아오검출 구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영상과

채팅 내용을직접 검사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Game 27에
대한 정량적 결과는 유사 재현율의 값이 0.512, 유사 정밀

도는 0.449로 구해졌다. 다시 말해, 실재 하이라이트의

51.2%만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구간의 전체 길이 267초
가운데 136초만 실제 하이라이트와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

하는 구간의 길이임을 의미한다. 
실험을 통해 채팅 트래픽이 하이라이트 검출에 있어 의

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두가지 사

례와 같은 경우는 검출 알고리즘이 영상의 정보는 전혀사

용하지 않고 채팅 트래픽 정보만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한

계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차후에 영상과 음향

정보를 결합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림 6과 7을 통해 채팅 트래픽은 대체로 시작 부분에서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 영상의

경우, 영상의 시작 부분은 하이라이트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 많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성능을 개선시키기

Jaccard index Pseudo recall Pseudo precision F1-score

mean ±  se   0.213 ±  0.011   0.603 ±  0.027   0.673 ±  0.026 0.624 ±  0.022
max 0.322 0.934 1.000 0.966

min 0.065 0.245 0.449 0.347

표 2. 정량적 평가
Table 2. The result summary

그림 7.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이라이트 검출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  위: 실재 하이라이트(Ground truth)  아래: 검출된 하이라이트
(Detected highlight). 점선은 채팅트래픽  , 실선은 하이라이트 여부를 의미
Fig. 7. The result of the proposed highlight detection algorithm on Game 20 and Gam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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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검출 시작 파라미터 에 따른 하이라이트 검출 성능 비교

Fig. 8. The effect of the time offset 

위해 시간오프셋 를 고려하였으며, 그림 8은 실제로 성능

이 향상된 것을 보인다. Game 13에서 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F1점수는 60.8%이지만 방송 시작 후 약 5분 후부터

검출을 시작하였을 때의 F1점수는 96.57%로 성능이

35.77% 향상되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체 영상에서

의 F1점수를 비교해보면 시간 오프셋이 없을 때의 F1점
수는 58.63%지만 를 고려했을 때는 62.38%로 F1점수

가 3.75%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검출 알고리즘은 선정된 피크를

기준으로 하이라이트 구간을 검출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근에서 피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잡

음 제거 필터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성능이 변하게 된다. 이
에 필터링을 하지않은 트래픽과 가우시안 필터, 중앙값필

터, 그리고 moving average 필터를 이용하여 노이즈가줄어

든 트래픽을 이용하여 실험해 보고, 각 필터의윈도우 크기

에 따른 F1점수와 각 필터의 최댓값을 그림 9에 나타내었

다. 필터의 종류에 관계없이 윈도우의 크기가 너무커지면

채팅 트래픽이 과하게 단조로워져 상세한 변화 정보를 잃

게 된다. 이 때문에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이낮아지는 경향

이 있다. 필터의 윈도우 크기에 상관없이 대체로 moving 
average 필터가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윈도우 크기가 7일
때 F1점수가 가장 높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채팅 정보만을 이용하여 개인방송 하이

라이트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
한, 이 알고리즘으로 검출한 구간의 하이라이트로서의 유

효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개인

방송에서 하이라이트를 검출하기 위한 채팅 트래픽의 이

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채팅 정보

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산 량이 적어 빠른 시간 안에 하

이라이트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후에는 개인

방송 하이라이트 자동 검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음향

과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

획이다.

그림 9. 윈도우 크기에 따른 필터별 F1점수 비교
Fig. 9. The F1-score of the eac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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