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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MCN?

국내 대표 MCN 대표 플랫폼



Who Are We?



What Do We Do?





김 다 영

'ALWAYS STAY CONFIDENT!' 

세련된 마스크로 뷰티, 패션은 물론

맘&키즈까지! 다영의 뷰티&일상 채널

#뷰티 #패션 #꼼꼼리뷰
#일상 #맘스뷰티 #색조부터베이스까지

연 두 콩

최강동안 연두콩의 상큼러블리한

뷰티, 패션, 일상이 담긴 채널

#뷰티 #패션 #상큼러블리
#동안외모 #학생메이크업 #뽀얀피부

된 다
31K 80K

공감을 이끄는 솔직한 미용만화작가

‘된다’의 뷰티와 패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유니크한 채널

#만화작가 #뷰티 #스킨케어 #향수
#빈티지패션 #쏙쏙리뷰 #리얼꿀템

187K

614K 186K 751K 190K

With Whom?

조 효 진

자칭 경상도 화장쟁이 조효진!

어떤 메이크업도 찰떡 소화하는 실력파.

조효진만의 매력이 담긴 뷰티,패션,일상

채널

#뷰티 #패션 #경상도화장쟁이
#일상 #모공부자 #기초부터 색조 #팔색조

1155K 252K

https://goo.gl/bLsmux
https://www.instagram.com/bonobim/
https://blog.naver.com/bonobim
https://goo.gl/vEPRhZ
https://www.instagram.com/kimdayeong_life/
https://goo.gl/woqVZ5
https://www.instagram.com/yeondukong/
https://www.youtube.com/channel/UCuZu8NrpBG4WPXRi-hPBl-A
https://www.instagram.com/hyojinc_/


패션모델 희주의 톡톡 튀는 매력이 담긴,

유스뷰티의 뷰티,패션,일상을 보여주는 채널

#뷰티,일상 #패션 #힙함
#탱글풀립 #색조 #모델출신

445K 132K

유 스 뷰 티

With Whom?

꼼꼼하게 알려주는 민새롬만의 뷰티꿀팁,

더 알고싶다면 개코의 오픈스튜디오 채널로!

#뷰티 #리뷰 #퍼스널컬러
#색조활용법 #꿀팁전문가

370K 112K

개 코 새 롬

젤 라

이국적인 마스크와 건강미있는

피부로 이목을 끄는 메이크업의 강자,

젤라만의 화려한 뷰티채널

#뷰티 #태닝 #건강미
#25호피부 #맘스뷰티 #민감성피부

690K 190K

새 벽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의 마스크 보유자,

새벽의 통통 튀는 뷰티 일상을 담은 채널

#뷰티 #일상 #리뷰하울 #립포인트
#색조꿀조합 #쫀득피부표현 #청순vs.섹시

622K 230K

https://goo.gl/p5TurH
https://www.instagram.com/yoo.xx/
https://goo.gl/hG9jTx
https://www.instagram.com/sr531/
https://goo.gl/gMf5Qv
https://www.instagram.com/im_jella_/
https://goo.gl/MNqYWe
https://www.instagram.com/2dawn_/


리 수

세련되고 이국적인 마스크,

리수의 뷰티 반전 뷰티 채널

#뷰티 #색조메이크업 #커버룩 #패션
#겟레디윗미 #여행 #일상

448K 158K

With Whom?

소 봉

유니크한 마스크의 세련된 패션모델 느낌의

소봉의 뷰티, 일상 채널

#스타일 #패션 #뷰티 #네일 #향수
#기초케어 #반전메이크업 #꼼꼼리뷰

336K 131K

헤 일 리 킴

이지적이며 세련된 아우라를 주는

헤일리의 뷰티, 일상 채널

#스킨케어 #겟레디윗미 #여행
#패션 #글로벌

344K 38K

쩡 유

메이크업, 제품추천, 패션, 헤어, 다이어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쩡유의 뷰티, 일상 채널

#립추천 #헤어스타일링 #뷰티하울
#꿀팁 #여행 #패션 #일상

371K 23K

https://goo.gl/C4GkYb
https://www.instagram.com/leesusu_/
https://goo.gl/Z4A6tF
https://www.instagram.com/sobong_official/
https://goo.gl/5wbP7v
https://www.instagram.com/haley0n/
https://www.youtube.com/channel/UCQ0mSWo_PxYUsxX6jKxuDsg
https://www.instagram.com/1_yu_jeong/


샒

뭐든 잘먹고 잘사고 잘하는 샒(serim)의

일상, 뷰티채널

#일상 #D.I.Y #뷰티 #프로여행러
#캐릭터&문구덕후 #자취요리 #인테리어

이 승 인

뭐든 잘하는 금손 크리에이터,

이승인의 뷰티, DIY, 요리, 헤어 등을

솔직하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채널

#일상 #D.I.Y #뷰티 #헤어 #동안
#애견용품 #헤어 #요리 #틴트 #애니메이션

491K 87K 450K 92K

밤 비 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밤비걸의 뷰티, 패션하울, 일상 채널

#라이프스타일 #일상 #패션 #리뷰
#고민상담 #뷰티리뷰

463K 85K

With Whom?

민 가 든

꿀피부 민가든이 알려주는 스킨케어루틴부터

데일리 메이크업까지! 

뷰티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채널

#뷰티 #홈케어 #동안외모
#꿀피부 #헤어스타일링 #스타일링금손

244K 34K

https://goo.gl/5Q2fwH
https://www.instagram.com/serim.hong.50/
https://goo.gl/M7rXPc
https://www.instagram.com/yiseungin/
https://www.youtube.com/channel/UCoc7dhgfCpAMMB6UNEdTtJQ/videos
https://www.instagram.com/hi_bambigirl/
https://goo.gl/7ZwcuQ
https://www.instagram.com/mingarden_/


With Whom?

바 라 던 바 다

깨끗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크리에이터 바다의 잔잔한 일상을 담은 채널

#일상 #뷰티 #퓨어한감성
#모던패션 #청순메이크업

206K 57K

하 이 예 나

연예인 헤어스타일링부터 착붙템 추천까지,

하이예나와 함께하는 예쁜 나를 찾는 시간!

#뷰티 #색조컬러감 #메이크업전공자
#헤어튜토리얼 #패션

297K 17K

체 스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메이크업과 헤어연출

체스의 뷰티, 일상 채널

#청순메이크업 #뽀얀피부 #헤어연출
#단발 #백설공주메이크업 #데일리뷰티

235K 13K

소 영

고급스러우면서 러블리한 외모의

소영의 뷰티, 여행 채널

#뷰티 #리뷰하울 #일상
#베이스부터색조까지 #이너뷰티

365K 59K

https://goo.gl/btBz8s
https://www.instagram.com/badachannel/
https://goo.gl/CU5Rkg
https://www.instagram.com/_hiyena/
https://goo.gl/PtEY2i
https://www.instagram.com/ches_makeup/
https://goo.gl/pqb5Hz


With Whom?

우 린

여행 꿀팁을 꾹꾹 눌러담은

이빈만의 특별한 여행일상을 볼 수 있는 채널

#프로여행러 #혼행 #하울템 #리뷰
#뷰티리뷰 #패션

306K 75K

하 나 보 노

오일파이터 뷰티 크리에이터

수분부족 지성 피부의 고민 해결사!

하나보노의 뷰티, 일상 채널

#수부지피부 #기초케어 #쇼핑
#꿀팁 #피부관리

256K 27K

유 앤 아 인

청순하고 깨끗한 외모에서

쎈언니 느낌의 메이크업까지

반전매력이 있는 뷰티 채널

#뷰티 #색조 #쎈언니메이크업
#반전매력 #일상 #리뷰

270K 278K

조디만의 톡톡튀는 감성으로 만들어낸 영상 속,

그녀의 데일리룩과 메이크업을 볼 수 있는

뷰티일상채널

#뷰티 #패션 #상큼러블리
#동안외모 #학생메이크업 #뽀얀피부

128K 63K

조 디

https://goo.gl/n8T4A8
https://www.instagram.com/WOORINI/
https://www.youtube.com/user/hanabono89
https://www.instagram.com/hanabono/
https://www.youtube.com/channel/UCjPyAhNXoY0c8v0B3rr-D2Q
https://www.instagram.com/youandain_/
https://goo.gl/ow6jmL
https://www.instagram.com/jody_makeup/


무 파 사

감각적인 영상으로 감동을, 

확고한 캐릭터로 웃음을 주는,

무파사만의 유니크함을 담은 채널

#일상 #토크 #전문리뷰어
#전자기기(카메라,차) #맨스뷰티

귀엽고 러블리한 외모의 집순이 박비단의 소소한

일상, 뷰티 채널

#살림유튜버 #뷰티 #이사배룸메이트
#러블리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리뷰전문

큐 영 서 울 라 이 트

고퀄리티의 SFX부터 커버메이크업, 일상까지!

유일무이한 남성 뷰티 채널

#SFX #커버메이크업 #맨스뷰티 #패션
#아이돌외모 #헤어케어,염색 #하울리뷰

209K 45K 100K 24K

박 비 단

221K (제제) 63K (준) 42K

With Whom?

#남자패션 #남자뷰티 #엔터테인먼트
#제품리뷰 #쇼핑하울 #겟레디윗미

100K 29K

뛰어난 영상 기획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매력의 남성 뷰티 & 패션 채널

https://goo.gl/FrRgC7
https://www.instagram.com/mufasa_kr/
https://goo.gl/wSMZ2E
https://www.instagram.com/bidan_way/
https://goo.gl/Y7wqyC
https://www.instagram.com/zeze_hi/
https://www.instagram.com/ifyoudie92/
https://goo.gl/HXezAW
https://www.instagram.com/qyoungwoo/


With Whom?

이 빈

여행 꿀팁을 꾹꾹 눌러담은

이빈만의 특별한 여행일상을 볼 수 있는 채널

#프로여행러 #혼행 #하울템 #리뷰
#상큼발랄 #친근하고편안한

4K107K

도 영 도 영 이

귀엽고 여성스러운 비주얼의

도영도영이의 일상, 패션, 뷰티 채널

#패션 #일상 #제품리뷰
#세상의모든쇼핑몰 #코디추천 #데일리룩

231K 37K

썸 블 리

뷰티 멘토 썸띵 스페셜, 썸블리

뷰티 블로거이자 유튜버 1세대로

꼼꼼한 꿀팁과 제품 추천의 강자!

#립스틱 추천 #신상 리뷰 #하울
#커버메이크업 #패션 #일상

210K 42K

다 이 야

어떤 메이크업이든 어울리는

다이야만의 착붙뷰티를 볼 수 있는 채널

#뷰티 #메이크업 #튜토리얼 #중국어능통
#섀도우꿀조합 #톡톡튀는리뷰

116K 66K

https://www.instagram.com/2b22n/
https://www.youtube.com/user/pooooingirl
https://www.youtube.com/channel/UCw_VHcLeiSSXA8SSk0dbwkA/videos
https://www.instagram.com/doyeong__2/
https://www.youtube.com/user/somevely
https://www.instagram.com/somevely/
https://goo.gl/bGHkza
https://www.instagram.com/daiyaworld/


H w i n g 휭

세련되고 도도한 느낌의 마스크 보유자,

매혹적인 입술이 매력 포인트로 다양한

립색조를 보여주며 패션감각까지 겸비한 그녀!

#모델 #패션 #뷰티 #매혹적입술
#립색조 #맑은피부

15.1K

With Whom?

한 찌

청순하면서도 상큼발랄한

패션모델 한찌의 뷰티, 일상 채널

#뷰티 #패션 #상큼발랄
#헬스 #이너뷰티 #쇼핑하울#겟레디윗미

2.5K 41K

J A Y C E E 제 이 씨

청순하고 깨끗한 외모에서

쎈언니 느낌의 메이크업까지

반전매력이 있는 뷰티 채널

#뷰티 #색조 #쎈언니메이크업
#반전매력 #일상 #리뷰

1K 19K

김 그 래

일상툰 ‘그래일기’ 김그래 작가의

일상 리뷰 채널

#일상 #만화 #리뷰 #푸드 #여행
#하울 #영화

124K

https://www.instagram.com/motd_hwing/
https://www.youtube.com/channel/UCl6Pa7sRZ7Fqa10dQ7WSFOQ
https://www.instagram.com/hanjji/
https://www.youtube.com/user/thgus4467
https://www.instagram.com/s.xxhu/
https://www.instagram.com/WOORINI/


With Whom? | 연예인

레 이 나

애프터스쿨 레이나의 유튜브 채널! 

그녀만의 톡톡튀는 감성과

뷰티, 패션,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

#토크 #뷰티 #일상 #노래커버
#다이어트 #아이돌 #민감성피부 #21호

106K 182K

변 정 수

모델, 배우, 홈쇼핑의 여왕이자,

3040 세대의 워너비 뷰티·패션 인플루언서

‘변정수’의 꼼꼼리뷰·핵꿀팁 대방출 채널

#뷰티 #패션하울 #언박싱 #일상
#꿀팁방출 #꼼꼼리뷰토크

27K 256K

https://www.youtube.com/channel/UC5cVWAEzenhFyup2kRcouhQ
https://www.instagram.com/raina_57/
https://www.youtube.com/channel/UCmSZQzwfJB_Bhjep0ksmXWQ
https://www.instagram.com/raina_57/


온 도

누구나 꿈꾸는 감성라이프!

마음이 편안해지는 브이로그로

20대 여성들의 워너비가 된 ondo온도

#일상 #감성 #힐링 #여행 #자취
#인테리어 #요리 #직장인 #강아지

631K 238K

With Whom? | 샌드박스 파트너십

띠 미

리뷰, 먹방, 뷰티, ASMR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예쁨과 엽기가

공존하는 개성만점 실사 크리에이터

#엽기 #대유잼 #먹방 #ASMR
#대박리뷰 #엉뚱함 #털털

858K 199K

찬 미 찬 미 해

걸그룹 아이돌 AOA 멤버 ‘찬미’의

일상부터 뷰티, 다이어트, 운동에 관한

꿀팁을 아낌없이 엿볼 수 있는 채널!

#걸그룹 #아이돌패션 #프로다이어터
#운동 #뷰티 #식단 #AOA

72K 475K

선 민

매력적인 보이스의 소유자 선민

팝송 해석과 혼술토크, 뷰티&패션 소개 등

워너비 언니의 당당한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

#뷰티 #패션 #토크 #일상 #팝송해석
#음악커버 #여행 #쇼핑하울

339K 20K

https://www.youtube.com/channel/UCSn90DAxCF3yRs6mFK0-8TA
https://www.instagram.com/on_do__/
https://www.youtube.com/channel/UC46BbEkxhjIHUj6EJ_waw-g
https://www.instagram.com/ddimmi96/
https://goo.gl/vEPRhZ
https://www.instagram.com/chanmi_96a
https://www.youtube.com/user/jeongseonmin
https://www.instagram.com/seonminj/


오 예 커 플

24시간 동거동락하는 모습을 낱낱히

공개하며 커플계의 독보적 아이콘으로

거듭난 엠블랙 지오와 배우 최예슬의

화제의 커플 채널

#연예인커플 #비글미 #엉뚱함 #솔직
#동거동락 #일상 #현실커플

예 스 리 아

예쁜 외모와 넘치는 끼로

20대 여성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배우

최예슬의 일상 채널

#뷰티 #브이로그 #꼼꼼한리뷰 #패션
#하울 #상큼발랄

승 혁 을 주 리

TV프로그램 썸바디에서 만나

실제로 짝을 이룬 비보이 승혁과

발레리나 주리의 댄스커플 채널

#댄서 #여행 #일상 #브이로그
#데이트

438K 226K 217K 181K

아 요 커 플

고무신에서 꽃신으로..!

4년차 커플의 알콩달콩한 일상을

담은 1020의 워너비 커플 채널

#데이트 #일상 #취미
#호감커플 #여행

86K 8.0K

With Whom? | 샌드박스 파트너십

*개인 인스타 합산 수치

*개인 인스타 합산 수치 73K 94K

https://www.youtube.com/channel/UCbDeLCyqxaZnLZDYpd5rnrA
https://www.instagram.com/yeseul0104/
https://www.youtube.com/channel/UCHqkva52rIYNgXqSPOk60cQ
https://www.instagram.com/yeseul0104/
https://www.youtube.com/channel/UCWYer2Csl-fxOvS1X9iQclw
https://www.instagram.com/u._.gyeon/
https://www.youtube.com/channel/UCvJTFJJwAu7XfCQ148xnUVQ
https://www.instagram.com/jo_ori90/


릴 리 세 은

각종 성대모사로 SNS를 뜨겁게 달군

끼 넘치는 재능과 일상을 엿보는 채널

#1인15역 #성대모사달인 #일상
#현실남매 #털털매력 #꿀잼

여 음
70K 0.5K

뷰티부터 매력 넘치는 리얼 리뷰까지!

시청자의 무한 신뢰 팩트 리뷰 채널

#하울 #솔직발랄 #패션 #리얼꿀팁
#팩트리뷰

228K 10K

유 네 린

메이크업, 하울링부터 국제커플

vlog까지! 

여성 시청자들의 워너비 채널

#일상 #소확행 #국제커플 #롱디커플
#브이로그 #여행 #힐링 #뷰티 #하울

101K 160K

With Whom? | 샌드박스 파트너십

노 잼 희 T V ( 최 희 )

야구여신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최희 아나운서의 일상, 뷰티 채널

#일상 #GRWM #기초케어 #리얼리티
#패션 #토크

15K 131K

https://www.youtube.com/channel/UCfWsDemkTDdwMWWDSxHEEXw
https://www.instagram.com/yeoeumee/
https://www.youtube.com/channel/UCemKWU64E4COpuat5rqbOhw
https://www.instagram.com/seeunpark0817/
https://www.youtube.com/user/haerin0057
https://www.instagram.com/h.rin.y2/
https://www.youtube.com/channel/UCyldj4SPOHbAo7u-7yM1Lrw
https://www.instagram.com/choiheeann/


파 뿌 리

옥탑방을 겨우 벗어나

반지하 땅굴 라이프를 시작한

20대 친구들의 짠내나는 리얼 라이프

#예능 #먹방리뷰 #리얼리티 #개그
#기상천외 #챌린지 #버라이어티

닥 터 주 디

피부과 전문의 닥터주디가 알려주는

나에게 꼭 맞는 올바른 스킨케어

비법

#닥터 #기초케어 #피부과언니
#꿀피부 #진실과거짓 #꿀팁 #친근함

581K 3.9K

With Whom? | 샌드박스 파트너십

43K 1.9K

일상, 먹방, 리뷰, ASMR  등

에너지 넘치는 발랄함으로 탄탄한 여성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예씨 자매의

유튜브 채널

#자매유투버 #극과극리뷰 #꿀잼테스트
#흥미유발 #예씨스쿨

520K 89.4K

예 씨

안 리 나

슬기로운 타투생활! 

타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타투이스트 안리나의 라이프 스타일

채널

#타투 #패션 #육아 #스타일링
#모델 #솔직당당 #맘스뷰티

82K 142K

https://www.youtube.com/channel/UClzB2iZ5jPoTNz0S-QU6Wiw
https://www.facebook.com/POPFREE1992/
https://www.youtube.com/channel/UC5lOe8buRS42zIjN0H4o_WA
https://www.instagram.com/dr.judyjoo/
https://www.youtube.com/channel/UCVyMrl0N9SMwqaa2OHcJOkA/featured
https://www.instagram.com/yessii__11/
https://www.youtube.com/channel/UC2bYyWlXPXausx-IWdELzJw
https://www.instagram.com/ahnlina/


헤 일 리송 아 현

소 수 빈 제 이 시

루 치 나

김 리 사 챙 잇 뷰 티 요 빙

윤 새한 찌

With Whom? | 루키 인플루언서

https://www.youtube.com/channel/UCabsEts6Lw1lrvCtA39dvYQ
https://www.youtube.com/channel/UCiq0nGwJLhPDRLSIQS0TNDA/videos
https://www.youtube.com/user/thgus4467
https://www.youtube.com/channel/UCFYHXYWr2yzyUmSiduja_aQ
https://www.youtube.com/channel/UCl6Pa7sRZ7Fqa10dQ7WSFOQ
https://www.youtube.com/channel/UC63RbYHKKbSzu4vJFR7AEsA
https://www.youtube.com/channel/UCV3D6OehJPsejAvhz6bDYfA
https://www.youtube.com/channel/UC8cBqbVAQVltRE039s_H6nA
https://www.youtube.com/channel/UCI754BTEtLqkCI7vi_aOA-w
https://www.youtube.com/channel/UCC61RqPUn-h8xB2QF1GNwvQ/videos
https://www.instagram.com/hanjji/




What We Did? | 브랜디드 콜라보 및 PPL

https://www.youtube.com/watch?v=VmACHtVnVZ0
https://www.youtube.com/watch?v=mrmL1JEEYcQ
https://www.youtube.com/watch?v=XC4eQb0ZpzQ
https://www.youtube.com/watch?v=9SEEqkRJfec
https://www.youtube.com/watch?v=-KP_MaISWRo
https://www.youtube.com/watch?v=KQgsb5lqMVE


What We Did? | 인스타그램 콜라보

https://www.instagram.com/p/Bhf3d3alToe/
https://www.instagram.com/p/Bhjqg1iB6Di/
https://instagram.com/p/BfuO2A7l38a/
https://www.instagram.com/p/Bjzg5PMg2la/


What We Did? | 큐레이션 커머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514414&memberNo=6331020&vType=VERTICAL
https://www.youtube.com/watch?v=v-0W0l2Jd-A
https://www.youtube.com/watch?v=JYZQafKq7lU
https://www.youtube.com/watch?v=0SAQUtDndxs&t=297s
https://www.youtube.com/watch?v=S-OLnQVgi5Y&t=148s
https://www.youtube.com/watch?v=5zeoapNQdi8&t=33s
https://www.youtube.com/watch?v=0SAQUtDndxs&t=294s
https://www.youtube.com/watch?v=S-OLnQVgi5Y&t=59s


What We Did? | 모델

https://www.youtube.com/watch?v=0XmGgU6QT7c
https://www.youtube.com/watch?v=VL8hxmfr5bA


What We Did? | 스토어 콜라보 및 제품 공동개발

https://www.youtube.com/watch?v=A2sEQH6Bq2I
https://www.youtube.com/watch?v=FE0iEKPRSQw
https://www.facebook.com/watch/?v=288559638612068
https://www.youtube.com/watch?v=oRzOUfS0Gyg


What We Did? | 커밋뷰티 페스티벌


