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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A.I 추천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

딥다이브(DeepDive)

딥다이브는 콘텐츠홀더로부터 유통을 위임 받은 영상 콘텐츠를 수집 및 분석하여
서비스제휴사에 동영상 광고와 추천 콘텐츠로 제공해주는 A.I 추천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독자적인 A.I 추천 기술로 자체 개발한 플레이어와 위젯을 통해 다양한 제휴사에 추천 콘텐츠로 전달됩니다.

콘텐츠 홀더

딥다이브 플랫폼

서비스 제휴사

CMS / CDN
CMS / CDN

광고 수익 쉐어

PIP SYSTEM

영상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전송 / 수집 CDN

영상콘텐츠 제공

위젯

추천위젯스크립트제공

메타태그및
로그수집 스크립트적용

기본형

확장형

광고 솔루션
플레이어

AMS / AD SERVER

영상

광고

소재

등록

•
•
•
•
•

광고주

광고 세팅
타겟팅
광고 재생 API
광고 로그 수집 API
광고 미디에이션

통계분석 / 추천 시스템

•
캠페인 세팅 DSP 연동

•
•

영상 콘텐츠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통계
추천 알고리즘
추천 위젯, 플레이어
리포트

광고 수익 쉐어

이용자의영상콘텐츠
광고Request

팝업형

플레이어

PIP
적용방법
매체사메뉴중
영상관련섹션으로적용
(뉴스어라운드 메뉴 명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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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어라운드로

딥다이브(DeepDive) 미리보기

•

뉴스어라운드는 딥다이브의 영상 추천 서비스가 적용된 줌닷컴 서비스 페이지 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YTN, SBS, JTBC, 한겨례TV 등 주요 방송사와 보도 채널의 뉴스 영상들을 유저들에게
함께 볼만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줌닷컴 > 뉴스어라운드 https://tv.zum.com/news

01 뉴스어라운드 메인 화면

(YTN 예시 화면)

02 뉴스어라운드 브랜드관

03 뉴스어라운드 브랜드관 뷰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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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사 & 서비스 제휴사로

딥다이브(DeepDive) 미리보기

딥다이브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영상 콘텐츠들을 분석합니다.

콘텐츠 제공사에도 맞춤 추천 위젯으로 영상 콘텐츠들이 노출되며, 영상을 필요로하나 미보유한
딥다이브 제휴사들을 통해 콘텐츠가 재생되고 소비되어 집니다.

콘텐츠 제공사 사이트

딥다이브 제휴 사이트

딥다이브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 추천 영상 서비스로 이용

맞춤 영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제휴 사이트에 콘텐츠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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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특징

프리미엄 영상 콘텐츠 + 프리롤 광고(Pre-roll)를 다양한 타입으로 추천

프리미엄 영상 콘텐츠와 광고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유일 콘텐츠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
손쉬운 한 번의 연동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영상 콘텐츠와 광고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유일 콘텐츠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

위젯 추천 타입
함께 볼만한 맞춤 영상
• 현재 유저가 보고 있는 기사(및 영상)에 관련된 이슈/인물/내용 등의 영상 콘텐츠를
딥다이브의 추천 로직에 따라 노출
인기 영상 / 주요 영상
• 딥다이브 플랫폼 내 인기 영상 (검색수, 재생수가 높은 영상, 실시간 조회수가 높은 영상 등)
• 각 CP사가 헤드라인으로 설정한 주요 영상 기사 혹은 최신 영상
맞춤 영상

Pre-roll AD

+

Video

• 각 유저별 기사 및 영상 소비 패턴 을 추출하여 유저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흥미 있어할 이슈를 예측하여 개인별 맞춤 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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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제휴 방식

딥다이브 제공 영상 서비스 타입

위젯 (Widget)

플레이어 (Player)

PIP (Platform in Platform)

현재 보고있는 기사(영상)를 기반으로 한
추천 영상 콘텐츠 노출

추천 영상을 현 사이트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적용

영상 섹션 제휴 형태

D1.기본형

D2.모바일

D1.확장형

클릭 시, 영상 하단이 벌어지면서
플레이어에서 영상 재생

D2. PC

D3.팝업형

D4.PIP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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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기술적 특징

더욱 고도화된 A.I기반 콘텐츠 추천 기술

사용자 기반 추천
•
•

유저의 다양한 행동패턴을 분석 (시청 이력, 횟수, 재생
시간, 댓글, 검색 이력, 해시태그 등)
콘텐츠 관심도, 집중도를 점수화하여 유사 그룹을 추출
→ 그룹핑 후 추천에 반영
Collaborative filtering

내용 기반 추천
•
•

메타데이터 (카테고리, 명사 추출 정보 등)를 분석하여
영상 콘텐츠와 매칭 추천에 반영
언어처리, 텍스트 유사도 연산, 뉴스 토픽 분석, 추천
결과 랭킹 서버에 실시간 반영

이미지 - 영상 페어링 기술
•
•
•

영상클립과 썸네일이미지 간 인물 매칭 정확도 구축
인물태깅 : 1인당 평균 최소20장의 이미지 태깅, 자체 인물 DB구축
TV클립 썸네일에서 유명인 얼굴 분류 및 업데이트
얼굴 특징 추출,분석 : 딥러닝 모델 학습

Content-based filtering

텍스트  영상 페어링 추천 기술

뉴스줌/티비줌에서 소비한 콘텐츠를 분석

Text to Video

Video to Video

A(group)가 소비한 콘텐츠를
유사한 유저 B(group)에 추천

소비한 콘텐츠를 분석하여
관련기사, 유사성 있는 기사를 추출

텍스트 기사를 분석하여
뉴스 영상으로 실시간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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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특징

영상 콘텐츠와 프리롤 광고, 네이티브 애드까지

뉴스 영상 콘텐츠와 네이티브 애드, 그리고 동영상 광고까지 한번에
•

추천되는 콘텐츠가 텍스트 기사가 아닌 영상이기 때문에, 네이티브 애드를 통한 수익 + 영상 재생 전 광고(프리롤)수익까지 발생 가능한 수익 모델 극대화가 가능

기존 (텍스트 기반) 콘텐츠 추천 플랫폼

contents

contents

AD

contents

contents

contents

일부 광고 슬롯에서만
매출 발생 기회
Native AD

콘텐츠 슬롯을 통한 콘텐츠 소비 증대 효과
+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네이티브AD 슬롯에서 수익 발생

동영상 콘텐츠 추천 플랫폼

VS

AD

►

►

전체 슬롯에서
매출 발생 기회

►

►

►

Native AD + Pre-roll

네이티브 AD슬롯을 통해서 광고 수익 발생
+ 영상 콘텐츠 클릭 후 재생 전 동영상 광고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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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특징

영상메뉴(PIP) 개설을 통한 콘텐츠 종류 다양화 및 수익 극대화

딥다이브가 제공하는 양질의 영상콘텐츠(+광고)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보유하지 않은 매체사에서도 간편하게 영상 서비스가 가능
매체사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영상 뉴스 리스트를 서비스 가능 (주요영상 / 관련영상 / 인기영상 등)

•

01 사이트에 추천 영상 위젯 적용

PIP 적용 절차

02 추천 영상 클릭 시, 영상 메뉴 뷰페이지에서 재생
•

제휴사사이트에 신규 메뉴 개설

•

해당 매뉴에 딥다이브가 제공하는 [영상메뉴 템플릿]적용으로 손쉽게 개설
가능 혹은 딥다이브가 제공하는 영상콘텐츠 API 연동

►
►

►

PIP 적용 장점
클릭
►

►

►

►

►

►

•

딥다이브가 제공하는 주요 방송사 및 보도채널의 최신 영상 콘텐츠들을
자사 사이트 내에서도 손쉽게 서비스가 가능

•
•

기사면 영상위젯

적용된 위젯에서 콘텐츠 클릭 시, 매체사 사이트에 개설한 영상메뉴로
연결되어 신규 트래픽 창출 및 이용자 체류시간 증대 효과

•

매체사 내에 개설한 영상메뉴

•

영상 재생 전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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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제휴

딥다이브 제휴로 인한 기대효과

콘텐츠 제공사가 얻는 효과

딥다이브 제휴사가 얻는 효과

생산 콘텐츠의 광범위한 소비 채널 확대 및 광고 수익 창출 효과

•
•
•
•

양질의 프리미엄 영상 콘텐츠를 간단하게 소싱 가능

자체 사이트 적용 위젯 → 양질의 영상 추천 서비스 제공 가능
줌 뉴스어라운드(브랜드관 → 콘텐츠의 홍보, 브랜딩 창구 확대를 통한 콘텐츠 소비 기회 확대
딥다이브 제휴사 네트워크 → 외부 채널을 활용한 폭넓은 콘텐츠 소비 기회의 지속적 확대
다양한 프로모션 및 콘텐츠를 활용한 co-work 기회 창출

• 영상콘텐츠를 미보유한 매체사에서도 손쉽게 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
• 대규모/고비용의 영상 인프라 구축 리소스 X
• 개별적인 저작권 협의 리소스 X
콘텐츠의 단순 노출이 아닌 A.I 기반 영상 추천 서비스 가능

커뮤니티

종합일간지

Contents
Holder

DeepDive

신규 트래픽 생성 및 광고 수익 증대

콘텐츠
홀더사

앱

• 자체 개발한 유레카(딥다이브의 추천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

• 추천 위젯을 통한 PV 증대, 체류시간 증대 효과
• PIP 영상 채널링을 통한 신규 트래픽 생성 가능
플랫폼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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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적용

위젯 및 플레이어 적용 예시

추천 영상 위젯 & 플레이어
•

위젯 적용 제휴사의 기사를 수집, 실시간으로 분석 후 유저가 현재
보고 있는 기사(혹은 영상)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추천합니다.
ü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기사와 함께 볼 수 있는 관련 뉴스 영상
ü 해당 기사 카테고리 중 인기 혹은 최신 뉴스 영상
(ex. 정치 기사를 읽고 있는 유저에게는 정치 _실시간 인기 영상을 노출)
ü 개인별 취향에 맞는 맞춤 영상

•

위젯 적용 PC 예시

•

위젯 적용 Mobile 예시

•

플레이어 적용 Mobile 예시

•

콘텐츠제공사(ex. YTN, 연합뉴스 등)들의 영상 콘텐츠 중에서 추천

•

특정 매체사 콘텐츠 필터링 및
영상콘텐츠를 제공 시, 자사콘텐츠로만 노출도 가능

•

위젯 슬롯수 : 매체사 UI에 따라 변경 가능

•
•

디바이스 : PC / MOBILE 진행 가능
정산 : 영상이 재생되기 전 프리롤(동영상)광고에 대한 수익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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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적용

위젯 및 플레이어 노출 방식 & 랜딩페이지

01 위젯 클릭 시 → 영상 썸네일 하단으로 플레이어 노출

클릭

02 위젯 클릭 시 → 매체사 내 PIP

클릭

03 위젯 클릭 시 → 줌닷컴 뉴스어라운드에서 재생

클릭

프로토타입 https://cloud.protopie.io/p/c420a3f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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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다이브 서비스 적용

위젯 적용 타 매체 예시

01 YTN 링크로 확인하기

02 스포츠서울 링크로 확인하기

03 서울경제 링크로 확인하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