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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천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 중 CBF 기반의 콘텐츠-콘텐츠 간 유사성 추천 방식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해당 

추천 방식에 반영되는 사용자의 행동 유형 2 가지(클릭, 재생)에 따른 추천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추천 효과성은 3 가지 

요인(콘텐츠의 다양성,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 효과성, 콘텐츠 재생 전환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클릭 기반의 추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재생 기반의 추천 대비 콘텐츠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재생 전환율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하여 클릭 기반의 추천에서의 재생 전환율 개선 방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Ⅰ. 서 론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개인화 추천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는 추천 시스템의 가치를 

정량화하여 1 년에 1.2 조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하기도 하였다[1]. 이와 같은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에는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CF)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CBF)이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의 다양한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을 하는 방식인 CBF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콘텐츠 간 유사성 추천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플릭스에서는 BYW(Because You Watched)라고도 

명기하는 해당 알고리즘[1]은 사용자가 시청하거나, 
좋아요로 평가하거나, 찜한 콘텐츠에 대해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BYW 로 추천한 콘텐츠는 “OOO 와(과) 

비슷한 콘텐츠"라는 타이틀로 묶여서 제공된다. 

 현재 SK 브로드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IPTV 

플랫폼의 A 월정액 상품은 약 20 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A 월정액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 중 하나는 가입자가 재생한 콘텐츠와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콘텐츠-콘텐츠 간 유사성 추천 

방식(이하 BYW)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월정액에 가입한 

후 재생을 하기 전까지는 BYW 추천을 제공해줄 수 없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사용자의 

행동 유형 중 재생 이벤트만을 기반으로 했던 BYW 추천 

방식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얼마나 더 
빨리 추천이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 정도와 추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A 월정액의 사용 로그를 

살펴보면, 콘텐츠를 클릭하여 줄거리, 출연 인물 등을 
확인하는 클릭 이벤트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재생 

이벤트보다 일평균 2 배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A 월정액 가입 1 일차로 기간에 제한을 두었을 때에는 

클릭 이벤트가 재생 이벤트의 2.7 배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재생 이벤트를 기반으로 추천하던 

BYW 추천 방식에서 클릭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BYW 

추천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2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 

(i) 다양성 

재생 이벤트의 2 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클릭 이벤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할 경우, BYW 추천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콘텐츠(”OOO 와(과) 

비슷한 콘텐츠” 에서의 OOO 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천되는 콘텐츠의 

다양성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ii)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 

월정액 가입 1 일차에는 재생 이벤트와 클릭 이벤트 간의 

빈도 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입 

초반에는 월정액 안에 포함된 콘텐츠들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을 하기 위해 재생 보다는 클릭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입 1 일차에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초반에 더 빈번하고 빨리 발생하는 

클릭을 기반으로 추천을 제공하게 될 경우 재생이 

발생하기 까지 기다려야 하는 콜드 스타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인간-알고리즘 간의 인터랙션을 연구한 Luiz 

Agner 가 제안한 추천 시스템의 성공 요인 9 가지에 

포함되는 2 가지의 요인(Diversity, Cold Start)으로서[2], 
기존의 BYW 추천보다 더 향상된 추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클릭 기반의 BYW 추천의 실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A 월정액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2 주의 기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요인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i) 콘텐츠의 

다양성, (ii)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 효과성, (iii)  콘텐츠 

재생 전환율(클릭한 콘텐츠를 재생한 비율) 

먼저 (i) 콘텐츠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클릭 기반 

BYW 를 도입했을 경우 기준 콘텐츠의 종류가 13.4%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기준 콘텐츠 당 10 개 가량의 
콘텐츠가 추천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재생 기반 BYW 추천 예시 

 

클릭 기반 BYW 추천 예시 

 

표 1. 재생/클릭 기반 BYW 추천 예시 

두 번째로 (ii)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 효과성은 클릭 
기반 BYW 추천으로 인해 콜드 스타트 문제가 해결된 

사용자의 수와 해당 사용자들에 대해 개인화 추천이 

제공될 때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얼마나 단축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콜드 스타트 문제가 해결된 

사용자의 수는 신규 가입자의 9.4%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는 2 주 안에 대부분의 사용자가 재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수 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속 

연구로 분석 대상 기간을 2 주, 1 주, 3 일으로 점차 
줄여가며 콜드 스타트 해결 사용자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화 추천의 리드 타임 단축에 대해서 
살펴 보았을 때, 최소 5 일 정도의 리드 타임을 

단축시켰다는 결과가 나왔다. 클릭 이벤트의 경우 

발생하기까지 평균 7 일, 재생 이벤트의 경우 평균 

12 일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 기반 BYW 추천을 제공하기 
5 일전부터 클릭 기반 BYW 추천을 노출시킴으로써 추천 

제공의 리드타임을 단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클릭 리드타임 사용자 분포 재생 리드타임 사용자 분포 

  

표 2. 리드타임(일) 별 사용자 수 분포 

마지막으로 (iii) 콘텐츠 재생 전환율을 분석한 결과, 
재생 기반 BYW 와 비교했을 때 클릭 기반 BYW 의 재생 

전환율이 약 10% 정도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예상 가능한 결과로, 클릭한 콘텐츠 보다는 재생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추천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콘텐츠를 재생할 
확률이 더 높다. 재생 기반 BYW 추천의 재생전환율과 

비교했을 때에는 낮은 수치이나,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추천에서의 평균 재생전환율과 비교했을 때, 

평균 수치에 해당하는 성과를 보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재생 기반 BYW 추천에서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사용자 행동 유형인 
클릭 이벤트를 기반으로 BYW 추천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클릭 기반 BYW 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13.4%를 

향상시켰으며, 신규 가입자의 9.4%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고 추천 제공의 리드타임을 

5 일 단축했다. 재생전환율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제공했던 재생 기반 BYW 추천에 비해 10% 정도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후속 연구로 

클릭 기반의 BYW 추천 방식에서 재생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 클릭 

뿐만 아니라 좋아요, 찜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 행동 

유형으로 확장하여 추천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후속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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