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OTT 서비스는 높은 접근성과 콘텐츠의 다양성
이라는 장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OTT 
시장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21.6%의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OTT 시장 역시 2014년도
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26.3%의 가파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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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였다.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서
비스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영상을 추천해주
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추천알고리
즘은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어떠한 영상을 보고, 언제 영상을 종료했는지는 자
동으로 기록하지만, 영상 정보에 관한 메타데이터
는 현재 사람이 영상을 보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영상 추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영상 미디어의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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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시장의 추천 서비스에서 거론되는 대표 업체는 Youtube와 
Netflix이다. Youtube는 여러 방법을 거쳐 2016년부터 이용자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여 이용하는 알고리
즘을 머신러닝에 도입하면서 개인화된 추천을 본격화하였고, Netflix는 사용자의 선택한 영상, 시청 시
간대, 영상 시청 기기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이용자를 분류하고 비슷한 시청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그룹에 묶는 방식과 영상을 직접 시청 후 사람이 태그(메타데이터)를 직접 기록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집
한 정보와 영상에 붙은 태그 정보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기로 작성하던 영상 미디어의 메타데이
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영상미디어의 추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epresentative companies mentioned in the recommendation service in the domestic OTT(Over-the-top media 
service) market are YouTube and Netflix. YouTube, through various methods, started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in 
earnest by introducing an algorithm to machine learning that records and uses users' viewing time from 2016. Netflix 
categorizes users by collecting information such as the user's selected video, viewing time zone, and video viewing 
device, and groups people with similar viewing patterns into the same group. It records and uses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user and the tag information attached to the video.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improve 
video media recommendation by automatically generating metadata of video media that was written by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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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기로 작성하던 영상 미디어의 
메타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미디어 추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 한다.

Ⅱ. OTT기반 플랫폼 및 추천알고리즘 동향

2.1 Netflix

Netflix 플랫폼의 경우 OTT 서비스 채널에서 자
체 제작하여 해당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
지널 시리즈와 국내외의 방대한 영화 및 드라마 V
OD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etflix의 추천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 시청 
기록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
을 때, 그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사용자에게 추천
해주는 방식인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사용자A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용자B에게 사용자A가 구매
한 물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인 협업 필터링 기술을 
융합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인 맞춤
형 추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사람이 영
상을 보고 직접 태그를 기록해 사용자로부터 수집
한 정보와 영상에 붙은 태그 정보를 활용하여 추
천 시스템이 작동한다[1].

2.2 Youtube

Youtube 플랫폼은 개인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
송, 사용자 자체 제작 영상, 쇼트 비디오 등 플랫
폼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
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Youtube 영상추천 알고리즘 또한 Netflix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추천알고리즘을 이용한다. 
Youtube 초기에는 조회 수 기반의 추천알고리즘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제작
된 영상으로 인해 저품질의 영상이 추천되는 경우
가 잦았고, 2012년 Youtube는 추천알고리즘을 영
상을 클릭해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 기반의 추천알
고리즘으로 변경했다. 지금과 같은 콘텐츠 기반 필
터링과 협업 필터링을 기반으로 한 추천알고리즘
은 201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다[2].

Ⅲ. 요구분석

OTT 플랫폼의 메타데이터 생성은 영상 제작자 
또는 배포자가 영상을 직접 본 후 태그와 같은 방
식을 이용해 메타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이 영상을 모두 
봐야한다는 시간적 제약과 메타데이터를 직접 입
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영상 제작자가 잘못

된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시에 사용자와 관련 없는 
영상이 추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자동화하
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영상 내부에서 더욱 다양한 데
이터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데이터의 다양화를 
통해 더욱 정밀한 추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Ⅳ. 시스템 제안

심층 신경망 학습 모델 중 합성곱신경망(Convol
ution neural network)을 이용한 학습 방법은 이미지 
분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대표적으로 딥러
닝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3].

심층 합성곱 신경망 모델 중 VGG 모델은 옥스
퍼드 대학의 연구팀 VGG(Visual Geometry Group)
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써, 2014년 ImageNet Challe
nge(ILSVRC)에서 준우승을 하였고, 이미지 분류를 
위한 딥 러닝 관련 대표적 논문 중 하나로 자리매
김하였다. 구성된 신경망 계층이 16개 인지 19개
인지에 따라 VGG16, VGG19로 불린다[4].

본 논문에서는 CNN 모델 중 VGG 심층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YCbCr의 키프레임과 오디
오 스펙트럼 이미지를 추출하여 딥러닝을 구현하
려고 한다. 그 후 지도학습을 통해 영상의 메타데
이터를 자동생성하고 개인 정보와 매칭을 통해 초
개인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구성도

그림 1과 같이 초개인화 맞춤형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82 



(1) YCbCr을 통해 영상 콘텐츠의 키프레임과 오
디오 분석을 통한 스펙트럼 이미지를 추출한다.
- 키프레임 및 오디오는 영상의 화면, 음악, 효과 

등 다양한 특징들을 요소로 활용된다.

(2) 영화예고편의 YCbCr 키프레임 및 오디오 스
펙트럼 이미지를 장르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사
전 학습데이터를 확보한다. 합성곱 신경망 VGG 
모델을 통해 사전 확보한 학습 데이터로 지도학습
을 진행한다.

(3) 입력받은 영상 데이터의 키프레임 및 오디오 
스펙트럼 데이터를 학습된 인공신경망에 전달하여,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여 DB에 저장한다.

(4) 개인의 콘텐츠 시청 선호도 및 데이터를 바탕
으로 자동 생성된 영상의 메타데이터와 매칭하여 
영상 콘텐츠를 추천한다.

 본 논문에서는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메타데이
터와 개인의 누적된 콘텐츠 성향 데이터를 통해 
콘텐츠 추천에 대한 초개인화 시스템 구현을 목표
로 한다.

Ⅴ. 결 론

OTT 서비스는 높은 접근성과 콘텐츠의 다양성
이라는 장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OTT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영상을 추천해주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추천알고리즘은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어떠한 영상을 보고, 언제 
영상을 종료했는지는 자동으로 기록하지만, 영상 
정보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현재 사람이 영상을 보
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사람이 영상을 보고 직접 입력하는 메타데
이터의 수동방식을 AI와 영상의 키프레임 및 오디
오를 통해 자동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추후 구현을 통해 초개인화 OTT 시스템을 제작하
고자 한다. 앞으로 영상의 정확한 메타데이터 생성
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연구와 실시간 영상처리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추천 모델보
다 더욱 개인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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